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초대의 글
INVITATION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정기사회학대회는 “팬데믹과 한국사회”를 대주제로 하여, 12월 18일(금)~19일(토) 

양일간 기본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Webinar) 형식으로 개최됩니다만, 2개의 플레너리 세션은 

오프라인 병행으로 합니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 대회는 학술발표와 토론의 장일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자리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면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학회의 사정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Post Covid-19)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런지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변동에 주목해 온 한국사회학회는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읽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를 제시해야 하는 

어려운 시대적 과업 앞에 서 있습니다. 사회학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어가야 할지의 이슈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사회학대회는 플레너리 세션, 일반 세션, 특별 세션, 대학원생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플레너리 

세션은 공동체의 미래를 묻는 세션 두 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기대회의 대주제에 맞추어 

“팬데믹과 한국 사회의 변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작년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한국 사회학의 

대중화”를 주제로 합니다. 분과 학회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일반 세션에서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문 후속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원 세션도 열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웨비나로 진행되는 2020 정기대회에도 85편의 논문발표가 신청되어 

성황을 이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학회의 다양한 학술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정기 한국사회학대회가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도록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학회 회장

유홍준 드림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환영의 글
INVITATION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2020년 정기사회학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마다 특정 학교의 캠퍼스에서 정기

사회학대회를 열고 그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것이 익숙한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회원님들을 비대면으로 뵙게 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익숙지 않은 방식이지만, 

한국사회학회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깊이 있는 연구로 그 어느 때보다 값진 정기사회학

대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은 정도로 커다란 인류의 피해와 

장기간의 지속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의 사회적 삶은 

멈추었고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이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의 사회적 삶은 어려워졌지만 우리의 사회학적 연구는 획기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회학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위대한 사회학자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등장, 전쟁과 폭력,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보사회로의 진입과 같은 대변혁 

속에서 태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대변혁은 비록 고통스러울망정 

그 고통의 크기만큼 사회학적 연구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노멀의 세상의 제일 앞자리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당연하게도 이번 정기사회학대회의 주제는 [팬데믹과 한국 사회]입니다. 특히 사회학도 출신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 해온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전 보건복지부 차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초대해서 팬데믹에 맞서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정기사회학대회 이후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별한 1년 동안 한국사회

학회 회원들께서 고민하고 연구해오신 주옥같은 작품들을 함께 나누고 다음 단계의 연구를 설계

하는 자리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사회학대회는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플레너리 세션 1과 조직위원회, 그리고 당일 매끄러운 

진행을 위한 인력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대면으로 모이게 됩니다. 준비하는 측에서는 처음 겪는 

대규모 비대면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와 실무총괄을 맡아주신 구정우 대회실행분과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사회학대회를 통해 그 문을 함께 열고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2020년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준비위원장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장덕진･변미리 올림



대회일정
SCHEDULE

12월 18일(금)

2020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12월 19일(토)



- i -

목   차
CONTENTS

Day 1
18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세션
09:00~10:45

FRI

문화
책임：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정진성 (서울대학교)

1. 힙합 아이돌, BTS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 3

발표 : 배윤빈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성연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 저임금 불안정노동 청년들의 감정구조 ·················································································· 4

발표 : 홍단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희정 (공주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사
책임：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김인수 (한국학중앙연구원)

1. 동아시아에서 교양교육의 탄생: 교양교육, 자유교육, 그리고 일반교육

발표 : 정준영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토론 : 김민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학부)

2. 중국 광동의 지방 국가와 농민공 시민권: 개발공헌적 권리로서의 지방 복지 ···························· 7

발표 :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토론 : 정규식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3. 한국 사회사/역사사회학의 지식지도 그리기: 학술지 <사회와역사> 저자, 주요어, 인용 학술지 
분석(2008-2018)

발표 :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채오병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ii -

종교/동양사회/사상
책임：채병관 (서울여자대학교),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사회：채병관 (서울여자대학교)

1. 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 11

발표 : 윤신일, 오세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송재룡 (경희대학교)

2. 가톨릭 청년 냉담자의 탈교회화 현상연구

발표 : 박진희, 오세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성우 (감리교신학대학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과 종교의 대응 ·································································· 12

발표 :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토론 : 정승안 (동명대학교)

4. 코로나19의 사회적 면역체계와 종교체계의 교란

발표 :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토론 :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의료/건강
책임：심재만 (고려대학교)

사회：심재만 (고려대학교)

1.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쉼의 세 차원과 세대별 차이 ··················································· 17

발표 : 김주연, 유찬기, 박소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토론 :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2. 맞벌이 부부의 수면패턴과 주관적 건강: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 18

발표 : 주익현, 김정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토론 :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 행위이론으로 코로나19 시대 보기: 마스크와 사회적 개인 혹은 개인적 사회 ························· 19

발표 : 심재만, 김용문, 오혜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 iii -

Day 1
18 플레너리 세션1 11:00~12:30

FRI

플레너리 세션1: 
팬데믹과 한국사회의 변동

사회：장덕진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기조발제 1: 세계의 탈바꿈과 예외국가의 지구적 확산: 경험적 국제비교로 본 한국 위험사회의 새로운 
국면 ·················································································································· 23

발표 :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민재단 이사장)

기조발제 2: 사회학에 묻는 코로나19 방역

발표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前 보건복지부 차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대담 : 장덕진 (한국사회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교수)

Day 1
18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세션1
13:30~15:15

FRI

농촌1
책임：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김원동 (강원대학교)

1.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9

발표 : 박경철 (충남연구원)

토론 : 이창한 (지역재단)

2.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과 생산주의 패러다임 ················································ 31

발표 :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토론 :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사회학
책임：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사회：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1. 한국 학계의 고유성은 존재하는가? 한국 사회학과 국제 사회학의 지식 담론 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35

발표 : 김란우 (Stanford University), 송수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 박치현 (대구대학교)



- iv -

2. Tracing Two Faces of Extended Visibility: A Bibliometric Analysis of Social Science 
Discussions on Transparency ························································································ 36

발표 : 권오정 (한국과학기술원)

토론 : 송은경 (UMass-Amherst)

3. 게임산업 CSR 특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분석: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중심으로 ··········· 37

발표 : 김대욱, 이은정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토론 : 이민주 (서울시립대학교)

정치/사회운동1 (거버넌스의 다양성 SSK사업단)
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돌봄, 헬조선

책임：정철희 (전북대학교)

사회：배진석 (경상대학교)

1.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거버넌스: 공공안전과 시민자유 ··············································· 41

발표 :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 : 송지연 (서울대학교)

2. 독박돌봄과 돌봄공백 사이: 코로나시대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역할 ······································· 42

발표 : 김희강 (고려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토론 : 김영미 (연세대학교)

3. 누가,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생각하는가?: 세대, 계급, 이념 ········································ 43

발표 : 신진욱 (중앙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토론 : 권현지 (서울대학교)

Day 1
18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세션2
15:30~17:15

FRI

농촌2(집담회): 
코로나 시대의 농업, 농촌, 먹거리

책임：이해진 (충북대학교)

사회：김흥주 (원광대학교)

1. 코로나19로 복귀한 식량안보론을 경계한다 ········································································· 49

발표 :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2. 펜데믹 상황이 제기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문제 ································································· 52

발표 : 조옥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3. 먹기와 먹거리를 다시 생각하다

발표 : 김철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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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토론

윤수종 (전남대학교), 정숙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우준 (한국농정신문), 길청순 (서울시먹거리시민위원회), 

정은정 (농촌사회학연구자)

가족
책임：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 가사와 노동시간이 맞벌이 여성의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안리라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 :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과)

2. 분가한 자녀의 자택취득, 분가시킨 부모의 자택포기: 노동패널 사건사분석

발표 : 주익현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슬기 (KDI정책대학원)

3. Trajectorie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발표 : Jiae Park (University of Florida, Department of Sociology and Criminology & Law)

토론 : 송유진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이민/다문화/소수자
책임：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설동훈 (전북대학교)

1. Understanding of Double-Stigmatization of Minority Groups on Social Media during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of South Korea ···················································· 59

발표 :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이용정, 남서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토론 : 김철효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절’ 혹은 ‘공생’: 종족과 계층의 역학 관계 분석 ···················· 60

발표 : 김경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신지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인구/노년
책임：김주현 (충남대학교)

사회：김주현 (충남대학교)

1. Caregiving Experience Types and Caregiver Quality of Life ······································· 63

발표 :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Centre for Ageing Research and Education)

토론 : 김주연 (서울시립대학교 사회학과)

2. Gendered effect of marriage and social network structure on the cardiovascular health 
in the Korean older community-dwelling adults ·························································· 64

발표 : Ekaterina Baldina,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성하 (연세대학교 고령화융복합연구센터)

토론 :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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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Decline among 
Older Adults in Korea ··································································································· 65

발표 : 김여진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민혜 (가천대학교 불평등과 사회정책연구소)

특별(포스트 코로나/디지털)
책임：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임운택 (계명대학교)

1.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 71

발표 : 임운택, 이균호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강금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디지털 자본주의와 ‘정치적인 것’의 재구성

발표 : 홍성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권오용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3. 팬데믹 위험사회와 돌봄 정치 ····························································································· 73

발표 :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토론 : 조주현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Day 2
19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세션
09:00~10:45

SAT

대학원1(청년)
책임：최  율 (중앙대학교)

사회：황선재 (충남대학교)

1. 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올바름 반대형성에 대한 연구 ························································· 77

발표 : 이희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임훈민 (충남대학교)

2. 청년농업인의 생존전략과 대안적 커뮤니티 연구 ··································································· 80

발표 : 정하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임훈민 (충남대학교)

3. 청년세대의 새로운 구별짓기 방식: 독서 모임 <트레바리>를 중심으로 ·································· 81

발표 : 오지현, 김서현, 박해란, 차영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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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 상승 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82

발표 :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2(여성)
책임：최  율 (중앙대학교)

사회：최  율 (중앙대학교)

1. 중국 여성의 배우자 선호에 관한 연구: 계층 동질성을 중심으로 ·········································· 87

발표 : LIANG YAQUAN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재인 (Gettysburg College)

2. 중국비혼여성에 대한 태도 및 비혼여성의 감정 연구: 웨이보 상의 담론을 중심으로 ··············· 89

발표 : LIN HANXIAO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이재인 (Gettysburg College)

3. 양육 미혼모 유튜버의 수행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 90

발표 : 김지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율 (중앙대학교)

4. A Typology of Organizational Norms and its Effect on Female Manager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Firms ·································································································· 91

발표 : 윤민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최  율 (중앙대학교)

대학원3(문화)
책임：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정인관 (숭실대학교)

1.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청년들의 ‘농촌 지향’ 현상 살펴보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귀농’ 키워드를 
중심으로 ·························································································································· 95

발표 : 양유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2. 문학장 내 행위자의 자기검열과 집단행동 전략: 팀 ‘우롱센텐스(Wrong Sentence)’ 사례를 
중심으로 ·························································································································· 97

발표 : 강의영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3.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미국 언론의 국제개발협력 추이 분석: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세계은행(World Bank) 기사를 중심으로 ············································································ 98

발표 :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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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웹툰 장의 형성과 만화의 “다취화(多臭化)” ······························································ 100

발표 : 김예지 (도쿄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정인관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산업/노동
책임：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김철식 (포항공과대학교)

1.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의 특징과 변화 ···································································· 103

발표 :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토론 : 구본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2. 노동조합의 사회협약정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연구: 민주노총 경험의 교훈 ······················· 107

발표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토론 : 유형근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3. 여성에게 노동은 복지인가?: 한국, 일본,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변화와 
풀타임/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 특성과 여성노동 참여의 특성 ··· 110

발표 : 유한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대학원5(노동)
책임：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김봉석 (성균관대학교)

1. 유연근무가 기혼 여성 관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와 근무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 115

발표 : 엄승미, 권은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 긍정, 노동, 신화: “네모바지 스펀지밥”과 “파운더”를 통해 본 자본의 노동자 정체성 생산··· 116

발표 : 정승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지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3. 재직자의 일자리 감소 전망이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 117

발표 : 조해언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박치현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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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6(복지/건강)
책임：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1. 고혈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크기와 건강상담의 복합 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121

발표 : 성기호, 이율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대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토론 : 신인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2. 가톨릭 노인대학의 다중적 역할에 관한 연구 ····································································· 122

발표 : 이영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토론 : 김솔이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Day 2
19 플레너리 세션2 11:00~12:30

SAT

플레너리 세션2: 
사회학의 대중화

사회：유홍준 

(한국사회학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기조발제 1: 솔개와 두더지: 시대 진단학을 위한 두 개의 시선

발표 :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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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아이돌, BTS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배윤빈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BTS(방탄소년단)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이들에 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BTS에 기존 연구는 

Kpop 기획사와 아이돌 간의 문화산업, SNS 팬덤(아미)과의 소통, 팬덤의 음악계와 사회적 영향력, 콘텐츠

(가사, 안무, 스토리텔링 등)에 한 트랜스미디어 전략 등에 관한 경향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힙합의 진정성 

(형식, 메시지, 삶의 배태성) 담론의 맥락을 적용해서 BTS 의 진정성에 한 문화 연구를 시행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BTS 의 진정성이 어떤 차원에서 생성되고 팬들에게 수용되는가?

본 연구를 이를 위해서 BTS 의 노래 가사를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콘텐츠 분석을 진행하였고, BTS 팬

(아미)들의 심층인터뷰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BTS는 흑인 래퍼들이 배타적으로 발전

시켜 온 힙합의 진정성과는 차별되지만, 한국사회 문화의 맥락에서 특히 청년세 가 겪는 생존주의적 삶의 

애환을 삶의 배태성을 통해서 음악의 메시지와 팬들과의 소통으로 진정성을 추구해 왔다. 특히 힙합 래퍼

들의 진정성 논쟁의 핵심 개념인 street credibility는 BTS의 삶의 자리에 한 자기성찰을 메시지화 함으

로써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서 청년들이 체험하는 공통의 사회, 경제, 문화 현상에 해서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요컨 , 자신들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동시에 

메시지 전달과 삶의 배태성을 수행성을 전유하여 팬덤의 영역을 한국사회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세계인

들에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

키워드: BTS, K-pop, 팬덤, 아미, 진정성, 힙합,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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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불안정노동 청년들의 감정구조

홍단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최근에 청년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는가 하면, 주류 청년 이미지의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직까지는 간과되는 청년들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임금 불안정노동이라는 물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청년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응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문제중심인터뷰 방식을 통해 

몇 가지 청년과 깊은 관련이 있는 화두를 던지고 그들 각자의 위치와 사고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터뷰 

과정에서 알 수 있었고,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삶을 더 면면이 살핌으로써 새로운 각도의 청년지지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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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의 지방 국가와 농민공 시민권: 

개발공헌적 권리로서의 지방 복지

윤종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The local state and nongmingong citizenship in Guangdong: 

Local welfare as developmental contributory rights*1)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changing socioeconomic status of nongmingong – village-originated 

informal migrant workers in Chinese cities – by examining how their local welfare rights are 

conditioned upon individual developmental utilities. In Guangdong Province, which is an 

exemplary case, the local state has provided a kind of developmental-cum-social citizenship 

to migrant workers with desirable qualifications. The state achieved this by granting hukou 

(formalized local citizen status) according to a point-based system that emphasizes 

qualifications that are considered useful for the local economy and society. Such 

developmentally contingent local citizenship, despite its inclusionary effect on those eligible, 

has inevitably amplified the inequalities among migrant workers in the labour market.

Keywords: China, local state, welfare, nongmingong, citizenship

국문초록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극단적으로 실용주의적 개혁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잡한 형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만을 양산해왔다. 특히, 복지영역으로부터 국가의 조속한 퇴각이 복지의 시장화, 상품화와 

동반되며, 개인, 집단별로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초중반 이후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는 개발의 지속과 복지 

향상의 문제와 크게 씨름해왔다. 특히, 광동 지역은 중국 내 가장 빠른 경제발전과 가장 많은 농민공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국가-시장-사회로부터 배제되어왔던 농민공 문제의 해결 측면에서 가장 빠른 제도･
정책적 변화와 담론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해왔다.

* 본 발표원고는 Citizenship Studies 에 게재된 연구에 기반해 있습니다. 사회학 회 발표시에는 PPT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면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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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실용주의적 경제 개혁 하에서 농민공에 의해 경험되는 실질적인 시민권과 복지의 

변화를 광동 지역을 상으로 살펴본다. 농민공을 지방 개발적 시민으로 체계적으로 편입/배제하는 새로운 

개혁 조치(호구제도, 복지제도 등)를 제도･정책･담론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사회에서 

농민공의 복지 확 를 둘러싼 국가-사회관계의 작동양식을 규명하고, 국가-시민 관계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

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개혁개방 이후 광동 지역은 지정학적 이점과 정책･제도적 특혜 속에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을 구가해왔

지만, 2000년  초중반 경제발전의 지속을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를 겪으며 일종의 지방 사회적 시민권을 

농민공에게 확 해왔다. 지방간 경쟁의 격화에 따른 지방 발전에 필요한 인재와 노동력 확보의 위기, 사회

경제적 불안정의 확 와 기존 제도･정책적 미비에 따른 사회 거버넌스의 위기,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한 

정부-사회적 차원의 담론적 전환과 정책･제도적 필요 하에서, 광동 지방 정부들은 농민공을 새로운 주민이자 

노동자로서 수용하고 새로운 틀에서 그들을 관리하고자 노력해왔다. 점수적립식 호구제도의 도입과 확 , 

거주증 제도를 통한 필수 복지혜택의 제공, 기본 공공서비스 및 사회보험 확  등 광동 지방정부들은 중국 

내 선도적인 개혁을 통해 농민공 복지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점수적립제 호구제도의 기본 지표 등이 보여

주듯 농민공들은 그들의 개발적 공헌에 따라 차등적･위계적인 복지 혜택을 향유하는 사회적 결과를 낳았다. 

농민공들은 인재, 주민, 노동자, 납세자, 소비자, 사회적 활동 참여자(자원봉사 등), 사회질서의 순응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방의 발전에 한 누적적인 공헌이 정량적으로 평가되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복지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개선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개발공헌에 기반한 농민공의 복지 

확 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란 점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난점과 사회적 논란의 지속, 지방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도･정책을 조정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가-시민 관계의 사회적 전환이 추동되기보다는, 중국 내 개별적인 농민공과 

지방정부 간 권리와 의무, 복지의 개선과 차등화, 관리와 저항 사이에 지방 차원에서 복합적인 일종의 게임 

양상으로 불완전한 전환을 겪고 있다.

광동의 경험은 현재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시민 관계의 전환의 성과와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 차원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차원에서 개발의 지속과 

민생･복지 혜택의 확 를 위한 새로운 제도･정책･담론적 개혁 조치와 다양한 범주의 농민공에 한 점진적 

사회적 편입은 과거에 비해 개선적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지방 간, 지방 내 차등적인 효과와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 , 사회적 정당화의 실패 등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지방 차원에서 복합적인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을 누적･심화한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는다.

주요어: 중국, 지방국가, 농민공, 복지, 시민권, 광동, 호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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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본주의 개신교인의 ‘4대 혐오’에 관한 연구

윤신일, 오세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사회에서 개신교 근본주의는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과격한 방식의 

집단행동을 통해, 그들이 규정한 교리와 상충되는 상인 ‘4  혐오’ 영역, 즉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을 배격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구별한다. 개신교 근본주의가 지지하는 

신앙의 이데올로기화는, 개신교 내부만이 아닌 사회 전체 영역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현상은 개신교계 안팎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었으나, 개신교 근본주의에 해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미비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신교 내부의 근본주의 형성에 한 역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에 한 수용과 혐오에 관해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그리고 개신교 교단 간 태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신앙심의 요인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도 함께 통제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데이터에 기초하여 상관분석,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 

근본주의가 배격하는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4  혐오’로 타당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개신교인은 비개신교인에 비해 ‘진화론’, ‘공산

주의’, ‘동성애’, ‘이슬람’을 반 하고 배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 한 인식은 소속 교단이 

보수적일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많을수록, 신앙심이 깊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는 근본주의 성향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폐쇄적 교리에 터하여 타자에 한 배타성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개신교 근본주의의 배타적 세계관이 ‘4  혐오’를 중심

으로 형성된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개신교, 근본주의, 혐오, 진화론,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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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과 종교의 대응

박수호 (중앙승가대학교)

영원한 것도 없고, 특별히 집착할 것도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각별하게 

기억되는 선명한 흔적들은 있기 마련이다. 2020년 원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을 넘어서 인류 모두에게 뚜렷한 상흔을 남기고 있다. 일부 호사가들은 서구 사회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를 구분하듯이 코로나19 사태는 또 다른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코로나 이후)’라는 생경한 개념이나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용어에 해서 

누구도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는다. 사실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2008년 벌어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저소득과 저성장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의미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오랫동안 이어진 고도성장

이라는 탐욕에의 미련 때문에 많은 이가 애써 새로운 표준을 외면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겪는 과정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암울한 전망을 선뜻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상황이 엄중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언컨택트’(uncontact)일 것이다. ‘비 면, 비접촉 혹은 거리두기’ 

등으로 풀이하면 무리가 없을 이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  뉴 노멀의 표적 상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라이프’의 심화이다. 물론 일상생활의 디지털화는 1990년  이후 꾸준히 진행

된 현상이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강제된 언컨택트는 디지털 라이프의 수용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시민적 가치의 강조 현상이다. 근 화 이후 인류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치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과거 중세 유럽에서 신의 권위를 감히 침범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개인의 기본권, 

특히 개인의 자유는 근 세계의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네 번째 변화는 위험의 현재화(顯在化)와 일상화이다. 벡이 주목한 것이 잠재된 위험의 예측불가능성이

었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위험 요소를 표면화시켰다. 더 이상 위험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현실로 존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 의 ‘뉴 노멀’에 부합하는 종교, 특히 불교의 역할과 위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성급한 질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나름의 안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뉴 노멀’과의 연관성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와 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종교계 안팎에서 새로운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의례와 종교공

동체를 둘러싼 기존 관행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례와 종교공동체 활동이 사람들의 종교 정체성 형성에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미래 종교의 명운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심 한 도전이다. 

외부적으로는 제반 사회 영역과의 관계 및 종교의 역할에 한 변화 요구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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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컨택트와 디지털 라이프는 종교 내부의 과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동안 의례는 면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비 면 및 비접촉 상황에서 종교적으로 유의미한 형식과 절차를 

갖출 수 있는 의례나 신행 문화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 라이프는 비 면, 비접촉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례나 종교공동체 활동을 매개하는 핵심적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하여 VR(가상현실)이나 홀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 면, 비접촉 상황에서의 의례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전개

되어 온 각종 온라인 소통방식들에 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종교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시민적 가치의 강조나 위험의 현재화 및 일상화는 종교 외부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제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교적 가치와 시민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혹은 종교적 가치를 통해 

시민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을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사회 일부에서는 감염 여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확진자나 완치자, 혹은 감염 확산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상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감염자와의 접촉이 

의심되어 자가격리한 사람들이나 퇴원한 완치자가 겪어야 하는 불안이나 따돌림 등은 병원이나 사회복지 

영역에서 벗어난 사각지 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영역에서 

종교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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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쉼의 세 차원과 세대별 차이

김주연, 유찬기, 박소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아픔은 쉬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충분히 쉴 수 없는 사회에서 개인은 적절한 시기에 쉬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픔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충분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세 별･
집단별로 차이가 있으며, 쉼에 한 인식 또한 개인과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쉼을 정의하고, 쉼이 개인적(여가/휴식), 인관계적(부모, 친구 등 친 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사회적(종교, 취미, 봉사활동 등)의 차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이를 각각 ‘여가휴식’, ‘친 소통’, 

‘사회참여’라 명명하였다. 둘째, 쉼의 세 차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연령(청년/중장년/

노년)과 성별에 따라 누가 어떤 차원의 쉼을 적게 갖는지 살펴보았다. 쉼의 세 차원별로 잘 쉬지 못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살펴보면, 여가휴식은 50 , 졸이상, 기혼, 취학자녀가 있는, 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친 소통은 20 , 중졸, 사별/이혼/기타 혼인상태의, 자녀가 없는, 남성이 취약하였다. 사회

참여는 15~19세, 중졸, 미혼, 자녀가 없는, 여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 별로 분석하면 청년세 는 

여가휴식은 남녀가 모두 높은 수준을, 친 소통 및 사회참여는 남녀가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장년

세 는 남녀 모두 여가휴식이 낮지만 친 소통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참여의 경우 여성은 평균에 비해 

낮았지만 남성은 평균에 비해 높았고 이는 전 세 에 걸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년기 여성은 홀로 쉬는 

여가휴식과 가족･친구와의 친 소통, 그리고 조직적인 사회참여까지 전체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년기 남성의 경우 여가휴식은 평균에 비해 낮아 노년기의 남성이 잘 하지 않는 쉼의 영역인 것으로 

드러났고, 반 로 친 소통과 사회참여는 동년배 여성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이렇듯 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성별과 세 에 따라 다른 쉼의 특성에 기반하여 각 세 별 성별로 사회적 관계망의 확장, 조직활동 

참여, 홀로 건강히 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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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수면패턴과 주관적 건강: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1)

주익현*, 김정수**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 맞벌이 부부의 수면시간량과 수면시간 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승인통계자료인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생활

시간조사는 이틀 동안 진행된다. 수면 행위는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인지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조사 첫날 요일이 금요일과 토요일인 경우를 주말로 처리하였고 다른 경우는 주중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주중의 경우 수면 패턴이 셋으로 

유형화되었다(정상수면･수면부족･야간근무). 둘째, 주말의 경우에도 수면 패턴이 셋으로 유형화되었다(정상

수면･수면부족･수면보충). 셋째, 수면시간량은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반면에 

수면시간 가 주관적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기존연구들이 수면시간량에 주목했던 반면에 수면시간  연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함의는 수면시간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야간근무자에 한 건강 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수면시간량, 수면시간 , 생활시간조사, 주관적 건강, 배열분석(sequence analysis)

* 광운 학교 방위사업연구소(hery@daum.net), 주저자.
** 광운 학교 방위사업연구소(aron78.kw.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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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론으로 코로나19 시대 보기: 

마스크와 사회적 개인 혹은 개인적 사회

심재만, 김용문, 오혜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개인성의 사회적 토 와 기원, 그리고 사회의 개인적 토 와 기원에 한 사회학 이론 논의는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행위이론(action theory)의 맥락에서 개인-사회 복합체에 한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정리되고 

있다. 개인-사회 복합체, 즉 사회적 개인 내지 개인적 사회가 드러나는 지점과 이를 이론화하는 개념적 

구성물이 행위이론의 여러 전통들 가운데 풍요롭다. 풍요로운 행위이론의 상상력은 한국사회의 경험적 

현실의 많은 측면들에 맞닥뜨려 흥미로운 해답과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최근 코로나19 경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비로소 뚜렷해지는 개인-사회 복합체가 여럿인데, 이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려 

연구자는 ‘감염병과 사회적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중 본 연구는 마스크와 관련한 실천에 주목

한다. 관찰과 분석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경험을 오롯이 담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경험적 질문을 특정하였다. 마스크에 한 우리 사회 주체들의 태도와 실천은 놀랍도록 양가적이고 심지어 

불안정하거나 변덕스럽다. 왜 그런가? 코로나19 이전 내지 초기 무시에서 갈수록 강박으로, 써야만 하지만 

언제나 벗고 싶은 무엇으로, 벗고 있지만 언제든 기꺼이 쓰고 싶은 것으로, 쓰고 있는 것만큼이나 쓰고 

있는 시늉이 중요한 무엇으로 우리는 마스크 착용/미착용을 실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와 같은 경험의 

불안정스러움을 기록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둔다. 불안정스러움은 어떤 의미와 행태로 드러나는지를 기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록하기 쉽지 않은 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드러날지도 모르는 질서/유형을 

짐작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결과, 사회학 이론의 측면에서는, 마스크를 다루는 사회학 논의를 발굴해 

이것을 개인-사회 복합체에 관한 마스크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험적 측면에서는, 

당장 현재 마스크 실천에, 착용과 미착용 간 립과 다툼을 넘어서는 질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립과 다툼은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당장의 

착용과 미착용 간 립에 사로잡히는 잘못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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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1: 세계의 탈바꿈과 예외국가의 지구적 확산: 

경험적 국제비교로 본 한국 위험사회의 새로운 국면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민재단 이사장)

연구의 시대적 배경

코로나19가 세계 정치지형의 변화에 미친 충격과 탈바꿈의 영향을 정리하자면: 1) 개인의 인권옹호에 

앞장선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도전 앞에서 무능을 숨김 없이 

들어냈다. 2) 서구의 눈으로 볼 때,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적이며 인권보장 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을 둘러싼 생명정치에서는 단연 서구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3)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창궐에 따라 서구를 포함한 부분의 나라들이 비상사태 하의 긴급조치들에 의존하는 예외국가로 

진입했다. 그 결과 각 국가들이 사회적 격리, 인적 물적 교류 중단, 국경 폐쇄, 영업제한, 디지털 정보에 

의한 시민감시 강화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4) 이런 국가형태의 변화와 함께 예외적 통치를 

수용하는 사회적 기반(시민의식)이 세계적으로 넓게 확산되었다. 특히 진보적 성향의 시민들이 예외적 통치, 

즉 정치의 보수화를 지지하는 모순적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5) 현금의 파국적 혼란을 세계위험사회의 관점

에서 볼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예외국가가 새로운 정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예외적 국가의 작동방식과 이것을 선호하는 사회적 기반의 세계적 확산을 

다룬다. 이를 위해 두가지 이론적 패러다임을 결합하고자 한다. 하나는 푸코의 생명정치 연구와 슈미트의 

국가이론에서 진화한 아감벤의 예외국가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 비판이론, 기든스의 후기근  

이론, 루만의 사회체제론 등에서 진화한 벡의 세계위험사회론이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전통에서 발전한 

두 전통을 결합해야만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의 탈바꿈을 제 로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다시 말해, 예외국가는 세계위험사회가 걸어가는 하나의 발전경로를 가리킨다. 벡은 일찌기 “위험

사회는 파국적 사회다. 비상사태가 마치 정상인양 작동한다.”고 썼다. 아감벤과 벡은 서로 통한다. 그렇지만 

예외국가에서는 미래가 닫혀 있는 반면, 위험사회에서는 미래가 열려 있다(제2근 ).

이 연구가 겨냥하는 것은 코로나19 거버넌스에 관한 경험적 연구다. 예외국가론을 둘러싼 철학적(신학적), 

법학적, 개념사적 고찰은 연구 범위의 밖에 있다. 신 이 연구는 크게 세가지를 추구한다. 첫째는 예외

국가의 세계적 작동을 보여주는 비상조치의 유형과 내용을 수집, 분류,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 30  

도시(28개 국가) 시민을 상 로 하여 2020년 6월과 9월에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런 분석에 기초하여 한국이 직면한 위험사회의 새로운 국면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검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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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분석

비상사태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터져 즉각적인 응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미국 공황 당시 

1934년 미국 법원의 다수견해에 의하면, “상황의 절박성과 희소성 그리고 화재, 홍수 또는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인하여 공공의 참화가 발생한 상태를 가리킨다. 1973년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비상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성립된다. 비상사태란 “국민의 생명과 복지에 한 위협이 정상의 범위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상태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종합하자면, 비상사태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전쟁이나 내전, 테러 공격, 

공황 같은 경제위기, 화재, 홍수 같은 자연재난, 역병의 창궐 같은 건강 재난이 광범하게 발생할 때 성립

된다.

코로나19가 이런 비상사태에 해당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

기구나 유럽연합 등은 세계 각국 정부가 발효시킨 긴급조치들을 수집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긴급조치

들의 법적 근거와 효력을 인정하지만 비상사태를 빙자하여 시민의 기본권,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조치에 의존하는 정부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결과적으로 

권위주의의 길을 따를 개연성은 매우 크다.

옥스포드 학이 제공하는 정보소스(OxCGRT)는 세계 185개 나라의 정부가 실시하는 18개 항목의 비상

조치들을 수집하여 3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봉쇄 응인데 학교폐쇄, 직장폐쇄, 공적 행사 금지, 

사회적 모임 인원수 제한, 중교통 운행 중단, 자가 격리, 국내 이동 제한, 국제이동 제한 등 8개 항목을 

포함한다. 둘째 경제적 응은 소득지원, 가계부채 탕감 및 계약 구제, 재정 정책, 국제원조 등 4개 항목을 

포함한다. 셋째 보건 응은 공적 정보 캠페인, 코로나 검역 정책, 감염자 동선 추적, 의료 긴급투자, 코로나 

백신 투자, 마스크 착용 등 6개 항목을 포함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한 국제기구에 의하면, 조사 상이었던 

28개국 가운데 선거를 연기한 국가는 20개 국가였다. 홍콩,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에 포함된다.

세계시민조사 자료 분석

세계 30  도시 시민들에게 물었던 다양한 설문 가운데 이 연구가 사용할 주요 설문은 세가지다. 

1) 통치와 법치, 2) 위험 응에서 정부우선인가, 시민우선인가, 3) 진보와 보수의 이념지향.

설문1) 다음은 오늘의 비상 시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오른쪽 의견과 왼쪽 의견 중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비상시국 하의 정부 자유재량권은 
법을 떠난 통치행위로써 항상 정당하다 중간

오직 법의 절차와 테두리 안의
자유재량권만이 정당하다

1 2 3 4 5 6 7 8 9 10

설문 2) 사회가 위험에 직면할 때, 정부가 공적 권위를 변하기 때문에 정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위험에 부딪치는 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절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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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면, 귀하는 어느 쪽에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정부의 정책 중간 시민의 의견

1 2 3 4 5 6 7 8 9 10

설문 3)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 말할 때 진보나 보수에 관해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귀하의 의견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진보적 중간 보수적

1 2 3 4 5 6 7 8 9 10

설문1)에 의해 우리는 도시 별로 통치지수/법치지수, 설문2)에 의해 정부우선지수/시민우선지수를 구성

했으며 두 축을 교차하여 관료적 예외국가, 포퓰리즘 예외국가, 권위주의적 법치국가, 민주적 협치국가의 

4개 유형을 구별하고 각각을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을 측정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설문1)에서 통치를 

선호하는 시민은 47.1%, 법치를 선호하는 시민은 52.9%다. 정부우선 태도는 57.8%, 시민우선 태도는 

42.2%다. 이에 따라 관료적 예외국가를 지지하는 시민은 34.6%, 그 반 인 민주적 협치국가를 지지하는 

시민은 29.6%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성은 매우 다르다. 한 보기로, 통치선호가 70.2%, 법치선호가 

29.8%다. 세계적 추세와 반 된다. 관료적 예외국가를 지지하는 시민은 56.4%에 이르고 민주적 협치를 

지지하는 시민은 15.5%정도다. 세계에서 관료적 예외국가를 지지하는 시민이 가장 광범한 곳이 한국이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진보적 성향의 시민이 법치 신 통치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한국이 더욱 그렇다. 우선 통치선호 시민과 법치선호 시민의 비율을 30  도시별로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치/법치 선호 시민의 도시 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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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파리 마드리드 리스본 스톡홀름 모스크바 웰링턴 상파울루 산티아고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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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진보/보수 이념 성향에 따른 도시 별 통치선호 지수의 평균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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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념성향과 통치선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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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몇 나라를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 방역정책에 관해 통치보다 

법치를 선호하는 시민이 더 많다. <그림 2>가 보여주듯이, 홍콩, 멕시코시티 등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진보적 성향의 시민들이 보수적 시민들보다 통치를 선호하는 지수의 평균이 높다. 정 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빈도만으로도 법치보다 통치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동아시아에 매우 많다는 점과 함께 

세계 전체로 볼 때 진보성향의 시민이 통치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분명하다. 물론 이런 관계는 회기분석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이 발견은 사회과학에서 통상적으로 가정된 진보와 보수의 관계를 역전시킨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의미는 다양하고 다층적이며 시 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오늘날 특히 한국사회에서 긴급명령에 의존하는 

관료적 예외국가의 핵심 지시세력이 이른바 진보 시민이고 민주적 협치국가의 핵심이 보수 시민이라는 

점은 선례가 없는 일이다. 진보/보수의 가치 전도는 분명한 세계적 추세다. 이것은 코로나19 시 의 특수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 위험사회가 심화되면서 이 구분이 이제 시효를 상실했음을 뜻하는 측면도 있다. 

더 나아가 근 의 세계관 또는 사유방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도 된다. 이것은 매우 심 한 세계의 탈바꿈이 

아닐 수 없다.

맺는 말

이 논문의 범위 밖의 문제지만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은 세계시민들로부터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한국의 진보적 시민들에 매우 강하다. 더욱이나 이들은 강력한 국가주의적 

가치관으로 변신했다. 따라서 코로나19 진행 여하에 따라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는 더 전면적이고 강력한 

비상조치들을 선호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우회하면서 코로나19 체험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안에 형성된 공동체 지향을 적극적 시민으로 연결시키는 

협치 모델로 방역의 성과를 높이면서 사회적 희생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

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방역협치’의 길이 한국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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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경철 (충남연구원)

1. 연구 필요성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 새만금 등의 신성

장거점 구축과 농촌과 도시 간 격차완화 이슈를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추가하였다.(양광식, 2018: 39) 하지만 

현재까지 농촌과 도시 간 격차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노력은 미약한 상태이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각종 농촌개발사업은 기존 사업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부 농촌

개발관련 예산의 지방정부 이양도 아직까지 뚜렷한 비전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일선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정책과 농정이 농업･농촌의 문제와 도농 간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업･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수단으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농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증진하고, ‘지역소멸’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

하기 위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발전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제는 한계 또한 명확하다. 현재 농민기본

소득은 액수가 농가당 연간 60~120만 원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비농민에게는 혜택이 없다. 다수의 농어촌 주민들은 기존 농정에서도 배제

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추진되어온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거점 도시 

발전 중심으로 추진됨으로써 오히려 세부적으로는 도농 간 격차를 더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은 현재 그나마 농촌경제를 지탱했던 농업경제가 무분별한 시장개방 이후 서서히 붕괴되면서 다

수 농촌지역 주민의 삶도 한계에 이르 기 때문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농촌주민이지만 농업을 유지하고 국토를 지키고 지역의 문화와 자연,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주민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

함으로써 지역과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이르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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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첫째, 도농 불균형 발전 관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성과와 한계 분석한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선호되지만 농어촌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한계도 존재한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농어촌 기본소득제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고자 한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농 불균형

발전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이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제에 한 일반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충남도민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상으로 인터뷰조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도농 격차,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제에 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에서의 농어촌 기본소득제 실행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다. 충남도에서 처음

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지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문헌 분석

문헌분석은 주로 도농격차, 국가균형발전,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실시

했다. 또한, 최근에 기본소득,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에 한 관심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했다.

(2)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불균형 발전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충남도민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47명을 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농촌지역(읍, 면 지역 거주자) 

180명, 도시 거주자 167명이다. 농촌지역 거주자가 많은 이유는 읍지역 주민들은 농촌주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농촌적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순수 농촌지역 주민의 샘플 수를 다소 늘렸다.

(3) 인터뷰조사

도농 격차의 실태와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의견을 알아

보기 위해 농업․농촌, 기본소득,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조사는 사전에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인터뷰조사 상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먼저 송부해서 작성을 부탁한 후 직접 방문해 

이에 관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기도 했고, 먼저 인터뷰를 실시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에 해서는 인터뷰 

상자에게 서면 작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인터뷰조사는 2019년 7월~9월 사이 지역 구분 없이 

전국의 전문가 총 11명을 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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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과 

생산주의 패러다임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운동과 진보정당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고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에 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기본소득에 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며 농민기본

소득의 주장이 예상보다 빨리 사회운동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제로 부상했다. 이로 인해 아직 기본소득에 

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사회운동, 특히 농민운동 내에서는 오히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간의 

운동적, 정책적 긴장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통해 기본

소득의 정책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면서 농업･농촌･농민의 위기에 한 응, 그리고 노동과 소득의 관계 

변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한 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경합하고 

있다.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직불(소농직불과 면적직불)과 선택직불(농업･농촌의 공익증진 직접 실천)로 구성된 

공익직불제로 개편한 흐름, 그리고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주체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하려는 새로운 정책 

도입의 흐름은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지구적 생태 위기의 

표출인 기후 위기에 응하는 회복력 있는 농업･농촌으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체인 농민과 농촌주민에 한 직접적 소득지원은 

농업생산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고, 농촌을 먹거리 생산의 기지로만 사고했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정의 방향 전환은 농업 내의 다양한 주체들뿐 아니라 도시민과의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 그린뉴딜,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지역균형발전을 지향

하는 농촌개발 등 다양한 안적 의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얽히면서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농정의 전환으로서 농업･농촌의 주체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정책을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고 그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생산주의 농정의 방향성과 정책 수단을 국내외의 역사적 흐름에 한 검토를 통해 정리한다. 그리고 

직불제 개편,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기본소득까지 개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려는 각 정책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 생산주의 농정과 안 농정의 경계에서 부딪

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에 해 검토함으로써 사회운동 내 갈등의 요인을 이해하고, 제도화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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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계의 고유성은 존재하는가? 한국 사회학과 

국제 사회학의 지식 담론 구조 비교를 중심으로

김란우 (Stanford University), 송수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 학계와 국제 학계의 지식 담론 구조의 차이를 조명하고 한국 학계의 현재를 진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KCI와 SSCI에 사회학 분야로 출판된 논문들을 

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지식 생산 구조에 있어 두 학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SCI급 학술지로 표되는 국제 저명 저널의 출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는 

국제 학계에 한 편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한국 학계가 국제 학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학술적 차이를 지니는지에 한 경험적 논의는 상 적으로 드물었다.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 학계와 국제 학계에서 사용되는 고유어와 공유되는 

용어 비중을 살펴본 결과 두 학계 간의 유사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구조적 토픽 모형을 

통해 국내 학계와 국제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 주제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사회학계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주제의 종류가 국제 사회학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식 담론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밝혔다. 셋째, 연결망 구조를 활용하여 한국 학계와 국제 학계의 지식 

담론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 주제들 간의 관계 양상과 연결망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며, 두 학계 

간의 이질성은2011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좁혀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한국 학계가 국제 학계와 차별화되는 지식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 학계와 비교하여 어떠한 고유성 특성을 가지고 생성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론을 통해 한국 사회학의 발전을 위해 지식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한국적 지식 

담론을 통한 보편성 추구의 가능성에 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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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ing Two Faces of Extended Visibility: 

A Bibliometric Analysis of Social Science 

Discussions on Transparency

권오정 (한국과학기술원)

Transparency emerged as one of the central ethics to manage the public visibility in 

market and public governance and its idealization or refusal has been aligned with 

technological and political evolution. Using the bibliometric analyses of academic literature 

related to transparency, I aim to trace the interactions of the ethics of transparency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s in a more systematic way. Guided by historiography and 

co-occurrence analysis, I map out the major shifts in academic attentions, the emerging 

agendas, and thematic associations related to the ethics of transparency. In a conclusion, 

I will discuss the new risks and vulnerabilities in our understanding of realities by the 

extended visibility. 

Keywords: transparency; visibility; bibliometrics; ethics; power; surveillance;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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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CSR 특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분석: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중심으로1)

김대욱*, 이은정**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본 연구는 산업별 제도 환경에 따른 CSR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른 게임산업 CSR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5개 국가 및 지역의 

15개 주요 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수준 및 정책 범위를 평가하였고, 이를 토 로 국가별 특성을 유형화

하고 사례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게임산업 CSR 유형은 제도화 수준이 높고 정책 범위도 포괄적인 유럽형, 

제도화 수준은 높지만 정책 범위는 한정적인 일본형, 제도화 수준은 낮지만 정책 범위는 포괄적인 미국형, 

제도화 수준이 낮고 정책 범위도 한정적인 한국･중국형으로 구분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산업 특유의 

제도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정 산업 내에 다양한 

CSR 유형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아울러, 한국 게임 기업의 CSR 제도화 및 정책 범위 확 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성균관 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연구교수, dwkim0311@gmail.com
** 성균관 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박사수료, ejlee0203.is@gmail.com
*** 성균관 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부교수, 교신저자, jko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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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거버넌스: 

공공안전과 시민자유

김  정 (북한대학원대학교)

코로나19 팬데믹이 창출한 비상사태 속에서 국가와 국민은 공공안전과 시민자유 사이의 가치상충에 

어떻게 응했는가? 공공안전과 시민자유 사이의 가치상충 속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이 상 적으로 상생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다른 특정 국가와 국민이 상 적으로 상극의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비교적 잘 처한 한국의 국가와 국민의 정책 응과 정책 호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이상의 물음에 답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그것은 OECD 회원국을 표본으로 한 국가간 및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거시적 결과가 비교적 시각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한국의 사례를 분석할 때 그것은 집합적 수준의 시계열 자료와 개별적 수준의 개체간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응 실적과 관련한 미시적 기초를 확인한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OECD 회원국을 표본으로 삼아 비교 분석을 탐색한다. 코로나19 

방역 실적, 경제활동, 정책경색, 법치위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OECD 회원국 사이의 공공안전과 

시민자유의 상충성 정도를 측정하고 종속변수 수준에서 국가간 변이를 확인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경제발전 수준, 민주주의의 질, 국가의 취약성, 보건의료 기반제도 등 

코로나19 팬데믹 응 실적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을 탐색한다.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전통적 의미의 중요한 배경 변수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응 실적과 관련한 국가간 

변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세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이 연구는 고전적 집합행동 이론과 정보 폭포 이론이 코로나19 팬데믹 응 

실적과 관련한 한국 국가와 국민의 정책 응과 호응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경험적 검증을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정책 응 및 호응과 관련한 집합적 수준의 시계열 자료와 개별적 수준의 개체간 자료를 

활용한다.



42

독박돌봄과 돌봄공백 사이: 

코로나시대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역할

김희강 (고려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이 연구는 코로나가 들춰낸 돌봄불평등(돌봄부정의)에 주목한다. 코로나의 여파가 1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 가정내 돌봄부담이 가중된 가정주부, 자녀돌봄휴가를 불허받은 (혹은 이미 소진한) 노동자, 부모는 

출근하고 가정에 남은 아이들, 공공재활기관을 이용하지 못해 장애가 심화된 발달장애인 등 독박돌봄과 

돌봄공백에 관한 안따까운 기사들이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독박돌봄과 돌봄

공백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생경한 사회현상이라기보다 이미 사회구조 속에 내제화된 돌봄불평등이 코로나로 

인해 가시화된 현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불평등을 절실히 목도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돌봄의 공공성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제도화되어야 하는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3

누가,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생각하는가?: 

세대, 계급, 이념

신진욱 (중앙대학교), 박선경 (인천대학교)

‘헬조선’은 한국사회 현실을 지옥에 비유한 말로서 2015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다가 이를 여러 

언론매체가 크게 보도하면서 더 많은 공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현상은 이후 사회학과 문화연구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관심을 끌어서 2016-17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평과 연구논문이 나왔다. 이 현상은 

현재 시점에도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경제격차, 고용불안, 자살, 청년문제, 성폭력 

등 한국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이슈가 될 때마다 여전히 ‘헬조선’ 담론이 가장 먼저 소환되기 때문

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한국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하면서 국가자부심과 정부신뢰가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들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사회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그로 인한 

과로사와 자살 등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헬조선’은 또 다시 소환된다.

‘헬조선’이라는 주제를 다룬 부분의 선행문헌은 이 현상이 실제로 지옥에 다름없는 한국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반영가설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화되는 불평등과 고용불안,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세 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2017)의 여러 정치적 문제,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책임의 부재 등이 ‘헬조선’ 인식의 객관적 토 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상징 간의 무매개적 반영관계를 전제하는 신에, 이 현상이 특정한 행위자 집단이 사회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해석적 실천 또는 담론 현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선행연구들의 명시적 주장 또는 암묵적 

가정들의 자명성은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헬조선’이라는 인식과 담론이 그 인식 및 발화 주체의 주객관적 위치성에 따라 얼마나 다르며 또한 

가변적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언론매체들의 보도 경향이다. 진보 성향의 한겨레･경향신문의 

‘헬조선’ 보도 빈도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급감했다. 일별로 봤을 때 보도 빈도가 가장 높았던 날은 세월호 참사 2주기였던 2016년 4월 

16일이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보 언론보다 보도 빈도가 훨씬 

낮았을 뿐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가 언급하고 있듯이 ‘헬조선’ 담론이 좌파들의 자학사관이라거나 북한이 

진정한 지옥이라거나 보수정권을 흔들기 위한 공작이라는 등의 비판적 논조가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헬조선’ 보도가 급증했고 2019년의 ‘조국 사태’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측 

모두 이 ‘헬조선 현상’을 그 시점의 한국사회의 비참한 현실과 연결시키고, 특히 ‘청년’을 희생자로 호명하여 

자기 진영의 동맹자, 정권에 맞서는 저항의 주체로 담론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본 연구는 과연 누가 특히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하며, 만약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한국사회의 어떤 측면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그러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연구는 두 개의 큰 질문을 갖고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는 ‘누가’의 질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이념 및 정치성향의 변수 

가운데 ‘헬조선’ 인식의 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차원은 무엇이며, 그 차원에서 

어떤 집단이 한국사회를 ‘헬조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특별히 강한가? 둘째는 ‘왜’의 질문이다.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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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라고 흔히 언급되어온 주요 사회문제인 입시경쟁, 빈부격차, 고용 불안정, 직장 갑질, 부동산 투기, 

성차별과 성폭력, 노후 불안 등의 제반 문제 중 어떤 측면에서 한국이 특별히 열악하다고 생각할 때 한국

사회 전반이 ‘헬조선’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해서 이 연구는 세 가지 가설을 검증했다. 가설 (1)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설이다. 즉 

저소득, 저자산, 저학력, 또는 고용불안정이 클수록 헬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다. 가설 (2)는 세  가설이다. 

주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중심으로 헬조선이 언급된 맥락이 있으므로 청년층일수록 헬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가정해본다. 가설 (3)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당파적 인식 가설이다. 이중 이념 가설은 진보 

성향일수록 사회비판적이므로 헬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가정한다. 정치 가설은 조사시점의 집권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가정한다. 두 번째 질문에서 본 연구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1) 입시경쟁, (2) 빈부격차, (3) 고용 불안정, (4) 직장 갑질, (5) 부동산 투기, (6) 성차별과 

성폭력, (7) 노후 불안이라는 총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헬조선 인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것인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설문조사에서 헬조선 인식을 물은 직후, 곧이어 위의 각 측면에서 

한국의 상태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심각한지 혹은 양호한지를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다. 자료는 본 

연구진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85세 미만 성인 남녀 총 1,507명을 상으로 2020년 

8월 19일부터 24까지 휴 전화 문자와 이메일 웹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했다.

먼저 “누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 분석결과는 사회경제적 가설은 

체로 지지하고 있다. 가구 재산이 적을수록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으며, 재산의 부정적 효과는 

당파성 변수를 추가한 다른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지속되었다. 가구 재산이 아니라 가구 소득을 신 사용

했을 때의 결과도 동일했다. 학력변수에서도 저학력일수록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서 자산, 소득,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에서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에 위치할 사람들일

수록 헬조선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세 가설 역시 모든 모델에서 확인되었다. 나이가 적을수록 헬조선

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연령 신 20  더미변수나 20~30  청년세  더미변수를 사용한 모델

에서도 결과가 동일했다.

위의 결과와 더불어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념적, 정치적 당파성 가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주관적 이념성향에서 스스로 보수라고 느낄수록, 그리고 북･경제･정치･사회영역의 주요 이슈에서 객관적

으로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미래통합당과 

박근혜 전 통령에 해 긍정적 감정을 느낄수록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이거나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호감이 있을수록, 그리고 문재인 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긍정적

일수록 현재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데에 반 할 확률이 높았다. 독립변수들을 한꺼번에 포함한 분석모델 

역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파적 인식을 측정한 모든 변수들 중 통령 국정평가와 통령에 한 

호불호 감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이념이나 정책태도, 정당지지 모두 통령에 한 평가와 감정에 

의해 영향 받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왜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가?”, 즉 한국사회의 어떤 측면을 특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지를 보는 두 번째 질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한국사회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입시

경쟁, 빈부격차, 고용불안정, 직장갑질, 성차별과 성폭력, 노후불안이라는 모든 요소가 헬조선 인식을 구성

하는 하위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단, 일곱 가지 하위 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분석했을 때는, 고용불안정과 

노후불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헬조선’ 인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젊은 세 일수록 강하다는 분석결과를 얻어서 헬조선 현상에 한 기존의 해석이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확인했다. 둘째, 그러나 헬조선 담론이 처음 확산된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 현상은 주로 보수 정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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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의 맥락에서 해석되었던 데 반해, 문재인 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인 현 시점에서는 이념 성향이 

보수적이고 문재인 통령에 부정적일수록 한국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하면, ‘헬조선’ 인식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령 등 객관적 속성과 강한 연관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각 시기의 집권 세력에 한 이념적･정치적 태도와도 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 

정치적인 담론 투쟁의 장 안에 위치해 있는 담론구성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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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복귀한 식량안보론을 경계한다*1)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자본주의는 재난까지 상품화하는 일에 능숙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 모아지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19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인 재생산구조의 균열을 가져온 

원인에 한 성찰도 무디게 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역병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박애’로 포장되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 3인은 

2007/08년 식량위기때 몇몇 개발도상국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던 경험까지 예로 들면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곡물자급률 21.7% 

(2018년 기준)에 불과한 한국은 일본 등과 연 해 WTO 농업위원회에 농산물 공급체인 유지, 과도한 식량

재고 확보나 수출제한 자제, 정확한 무역정보 교환 등을 통해서 교역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제안서를 지난 

5월초에 제출하였다.

식량위기는 식량의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만일 자유로운 무역이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식량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낡은 ‘식량안보론’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소환된 것이다. 

지금처럼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마주하게 된 상황에서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에 슬기롭게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박애정신으로 포장되어 등장한 낡은 식량안보론은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말미도 주지 않고, 역병으로 인한 자유무역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전파되는 역병과 기상위기를 자초한 현  산업기술문명의 패러다임을 떠받쳐 온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자유

무역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군으로 등판한 것이다.

자유무역의 전도사들

“자유로운 교역이 인류를 식량위기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주술은 1980년 부터 확산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주술을 전파한 국제기구가 FAO, WTO, WHO였다. 특히 FAO는 개별국가

에서 발생하는 식량위기를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꼽아 왔었다. 

즉, 식량생산이 취약한 국가가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식량생산에 자원을 쏟는 것보다는 공산품을 

수출해서 확보한 달러로 외국의 곡물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패러다임을 ‘식량안보’라는 틀로 

주장했다.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국의 농업생산을 유지 발전시키는 보호무역이 

아니라, 농산물의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FAO에서 주장한 ‘식량안보’의 핵심이었다. FAO의 주장은 곡물

무역을 주도해 온 초국적 농식품복합체(ADM, Bunge, Cargill, Dreyfus 등 곡물메이저와 Monsanto, 

1) 본 발표문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2020. 10. 13)을 전제한 것임(원제: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식량안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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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genta, Dupont 등 바이오메이저를 통칭)의 이해관계를 그 로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낡은 ‘식량안보’론은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논리였다.

산업적 농업 - 녹색으로 위장한 생태계 파괴의 주범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이 덩치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1930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농업정책의 부산물인 잉여농산물의 해외조달을 담당하면서부터였고, 이는 미래의 식량수입국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판로확보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녹색혁명형 농업을 지렛 로 농업의 화학화와 

기계화, 바이오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된 종자주권 약탈 등으로 이어졌다. 녹색혁명은 거  농장의 탄생에 

기여했고, 이는 석유농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다수확품종의 규모로 단작 재배를 

통해서 달성한 생산량의 증가는 기아인구의 감소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집사육을 특징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의 확 로 연결되었다. 종자에서 수확에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에 가공, 유통(수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지역(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지역내 생산은 포기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내 생산을 고집하면 

국수주의자로 취급받았고, 스스로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도 외부시장에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체계가 되어버렸다.

녹색혁명으로 수확량은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이 기계화와 화학화를 

한다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장 퇴출의 위기에 직면하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른바 종자의 악순환, 농약의 악순환, 규모화의 악순환이 농업을 지배하는 철칙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규모가 큰 농가는 농가 로, 규모가 작은 농가는 농가 로 끊임없는 규모화의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더 많은 외부자원에 한 의존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 많은 농가들이 사라

졌고, 그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로 체되었고, 나중에는 불법 이민자로 채워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막힌 까닭에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없어 농업생산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FAO의 때늦은 각성, 그리고 배반

석유로 표되는 산업적 농업과 농산물의 자유무역의 충실한 나팔수였던 FAO에게 2007/08년의 식량

위기는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자유무역, 녹색혁명형 농업, 공장식 축산 등을 통해서 

성장한 거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가 식량위기를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위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위기를 빌미로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들의 저개발국에 한 토지약탈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FAO는 2014년을 “가족농의 해”로, 2019~2018년을 “가족농의 해 10년”으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그간 

FAO가 견지해 왔던 관점과는 매우 다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FAO는 “지구에 있는 농장들 

가운데 90% 이상이 개인이나 가족의 노동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경지의 70~80%를 경작

하면서 먹거리의 80%를 생산한다”면서, “가족농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지구를 보살핀다”고 천명한다. 

스스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거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적 농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농민이 주도하는 농업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것을 천명했던 것이다.

그랬던 FAO가 WTO, WHO와 함께, 자유로운 교역을 이야기 하는 것은 FAO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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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살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 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간 교역의 확 가 아니라, 농민들의 연 , 농민과 

소비자의 연 , 거 자본이 지배하는 농업과 먹거리에 한 저항의 연 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의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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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상황이 제기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문제

조옥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은 농촌에도 지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하여 소멸위험에 처해졌다고 여겨지는 농촌지역에서 갑작스런 전염병 창궐이 미치는 

영향을 지역 공동체적 관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사람들 사이 비말에 의하여 주로 전염

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도시보다 인구 도가 낮은 농촌 공간적 특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초기에는 낮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농촌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회관계망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작업이 많은 농업 작업과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부터 자유스럽기는 힘들다. 그리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외부의 접촉에 의하여 바이러스에 일단 감염된 구성이 한명이라도 생기면 긴 한 사회적 상호

작용, 공동 작업에 의하여 손쉽게 퍼지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마을 전체가 코호트로 정해져 

일정 기간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지고 있다. 면적 관계에 익숙한 지역 사회에서 책임소재의 문제도 손쉽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다. 농업 농촌에 한 비관적 평가와 

함께 신자유주의 체계 하의 안적 생활공동체를 모색하는 시도들도 최근에 있어 왔다. 농촌 지역사회에서 

관행 농업을 하는 ‘전통적’ 농민과 함께 귀농, 귀촌인 그리고 결혼이주 여성과 해외농업노동자들을 일상적

으로 만날 수 있다. 즉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고 축소되어진 마을에서 확 되어진 지역 관계망들이 

발달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다양성 증 와 함께 지역 내 농업 뿐아니라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도 있어 지역 간 이동도 활발해졌다. 즉 인적 자원에서도 공간 이용의 차원에서도 확

되고 다양해진 open society로서의 농촌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에서 ‘마을’

이라는 개념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개방화되는 지역 사회에서 멤버쉽을 재확인하고 구심점을 갖게 하는 공간적 기반은 이제 ‘마을’이라기 

보다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 의하여 ‘의미화’ 되어지는 것 같다. 토박이들이 자리잡고, 마을 주요 

회의를 하고, 겨울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자는 곳이기도 하다. 더구나 2000년 이후 농업농촌정책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이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장려하면서 

마을회관에 한 체계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도우미와 급식비용의 지원사업을 더욱더 회관 

중심의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회관 중심성의 강화가 마을, 지역 사회의 다양화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령이 낮은 층이나 이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 귀촌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와 같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상황 속에도 부분의 농촌 지역 사회에서 마스크를 매일 갈면서 지낼 

수는 없다. 물론 슈퍼나 마트를 갈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상 생활에는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도 막연한 상태이다. 

여기서 지역에 따라 마을회관을 폐쇄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회관을 나갈 수 없는 주민들, 농민들은 

각자 집에서 고립되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피하여 마을 앞 정자에 모여 앉기도 하지만 이제 날씨가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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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노인들은 난방도 잘 되지 않는 집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된다. 무주에서 관찰한 바로는 회관중심의 

사회관계가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바로 이웃 간의 교류로 치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회관에 잘 나가지 않는 마을 구성원들도 회관을 통하여 주민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바꿀 수 밖에 없다. 

이제 각자 개별화된 교류를 해나갈 수 밖에 없다. 농촌 지역 사회에서 비 면적 사회관계는 극히 비현실적

이다.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 가 마을 회관등을 통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그 

바탕 위에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이제는 그 방식이 바뀔 수 밖에 없다. 물론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 동’의 정신으로 해결해온 오랜 전통을 농촌 사회가 갖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동을 강화하기보다 인구와 경제적 영역에서 붕괴를 논의하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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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Double-Stigmatization of 

Minority Groups on Social Media during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of South Korea1)

장서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이용정**, 남서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found that individuals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tend to be stigmatized, it is understudied as to how differently the minority and non-minority 

groups of COVID-19 mass infections are stigmatized on social media. Applying the concept 

of stigma components and double stigma, this study compares COVID-19 related topics among 

four subgroups (two minority groups including religious and sexual minorities; two 

non-minority groups including workers at the call center and workers at the distribution 

center) in South Korea. We collected news comments from Naver News, one of the most 

popular portal websites in South Korea between February and June 2020. The search terms 

for each minority (Shincheonji and gay) and non-minority (call center workers and Coupang 

distribution workers) groups were comprised of ‘Corona’, the main label of the group, and the 

location of the outbreak. After filtering out irrelevant articles we included the news comments 

for each group: Shincheonji (n=2,671,132), gay (n=93,359), call center workers (n=186,138), 

and Coupang distribution workers (n=120,994). For the analysis, we conducted 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topic modeling to identify the topics that appear in the collected 

data. The identified topics for each group were individually labeled by two experts until an 

agreement was reached. Different topics appeared for each group, while stigma-related topics 

(e.g., distinction, negative stereotype, separation, discrimination) were presented only among 

minority groups. Among non-minority groups, non-stigma related topics, such as sympathy, 

prevention, and education policy appeared. Status loss, the final process of social stigma, 

appeared among Shincheonji, whereas gay seems to be confronted with a double stigma of 

spreading COVID-19 as well as AIDS. This paper highlights under-researched areas of 

COVID-19 stigma and double stigma among minority groups in comparison to non-minority 

groups. The interventions on social media platforms could contribute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double stigma against minority groups and reduce discrimination.

Keywords: COVID-19, Coronavirus, Stigma, Double Stigma, Minority, Social Media, South Korea

* Department of Sociology and Convergence Program for Social Innov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first author)

**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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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절’ 혹은 ‘공생’: 

종족과 계층의 역학 관계 분석

김경주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이주민(immigrants)의 존재는 지역의 경관과 사회구성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이주민의 

유입이 내국인의 지역 이탈을 촉진하고, 내국인이 그 지역을 기피함으로써 그 자리를 이주민이 체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조선족 집단은 일부 지역에서 주된 세력이 된 

이후에는 더욱 빠르게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그간 이주민 집지역 형성과 정착에 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 선주민의 지역이탈과 기피 현상에 한 이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상호인식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강희영, 2014; 오정은 

외, 2016; 심규선 외, 2017), 집단의 경험에 한 심층적인 비교사례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민자의 지역 집으로 선주민집단에서 이주민집단으로의 주민구성의 변화를 경험한 지역

사회의 역학관계에 해 주목하였다. 지역의 참여관찰과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집단관계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지역사회 맥락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의 계층

구조가 서로 다른 두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중간계층 A 지역과 취약계층 B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인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선주민의 계층과 이민자의 특성이 두 지역의 

집단 관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분석결과, A 지역의 선주민들은 하위계층의 조선족이민자에 해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 범죄와 

무질서에 해서는 인종화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들의 유입으로 지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다문화 

혜택을 가져온 창구로서 실용주의적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조선족이민자의 ‘동포’와 ‘중국인’이라는 이중적 

위치성은 선주민들에게 배타적인 정서와 감정을 초래함으로써 이해관계에 의한 선택적 접촉만을 통해 

관계를 형성했다. 두 집단 간의 상이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조선족이민자에 한 이중적 인식은 같은 생활

공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친목 및 사교모임으로 까지 확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집단 간 사회구조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는 행동양식과 양육방식의 차이로 드러나고 긴장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을 연결하는 매개자 없이 분절 관계에 있다.

반면에 B 지역의 선주민들은 다양한 출신국가의 이주민에 해 거주지와 학교에 한 인종화된 인식을 

보였다. 주로 공단인근에만 머물러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달리, 조선족과 결혼이민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

으로 정착하고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의 향상은 빈곤한 선주민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역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빈민층이 많은 선주민과 경제력이 향상된 이주민 간의 경제적, 문화적 긴장을 보였다. 

하지만 공단배후 지역의 특성 상 선주민과 이주민은 이웃,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접촉하였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존재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주류사회에 연결되고자 함으로써 

선주민집단과 이주민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의 완충작용을 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매개자를 통한 공생 

관계에 있다.

두 지역의 연구결과, 계층의 요인은 지역의 맥락에 따라 종족 관계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과 이민자의 

존재는 사회경제적 노선에 따라 다르며 집단과의 접촉의 정도에 따라 종족 관계의 인식에 다르게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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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giving Experience Types and 

Caregiver Quality of Life

성필두 
(Duke-NUS Medical School, Singapore, Centre for Ageing Research and Education)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1) identify discrete types of caregiving experience from 

perceived burden and benefits of caregiving, and (2)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ing experience types and caregiver quality of life.

Methods. Data are from 278 caregivers participating in the Caregiving Transitions among 

Family Caregivers of Elderly Singaporeans (TRACE) project in 2019-2020. Latent class 

analysis derives types of caregiving experiences, and multivariable regression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caregiving experience types and physical, psychological, social, and 

environmental domains of quality of life.

Results. Four caregiving experience types are identified: dissatisfied (moderate burden and 

low benefits), balanced (low burden and moderate benefits), satisfied (low burden and high 

benefits), and intensive (high burden and high benefits). Dissatisfied and intensive types, 

compared to the balanced type, a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omains of quality of life. Unsatisfied caregiving experience is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domains of quality of life, and intensive experience is negatively related 

to environmental domains, the balanced type being a reference.

Discussion. The findings capture the way caregiving burden and benefits are intertwined 

in shaping heterogeneous caregiving experiences in Singapore. The development of tailored 

intervention, based on caregiving experience types, is recommended to promote caregiver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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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ed effect of marriage and social 

network structure on the cardiovascular health 

in the Korean older community-dwelling adults1)

Ekaterina Baldina*,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성하** (연세대학교 고령화융복합연구센터)

Objectives. We examine the longitudinal effect of spouse social network embeddedness 

and marital relationship on cardiovascular risk factors and inflammatory response. 

Moreover, we also examine how these associations differ for males and females across 5 

years in community-dwelling Korean older adults.

Methods. Data from the 2011 and 2016 Korean Social, Health, and Aging Study (n=612) 

were used to examine marital and social network components as well as biological health 

status. Risks of cardiovascular dysfunction and elevated pro-inflammatory markers the levels 

of CRP, IL-6, Troponin, BNP, NT-proBNP, Cystatin. Effect modification by gender was 

tested with interaction terms and stratification by gender.

Results. Random-effects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1) Marital status 

and positive marital quality reduced cardiovascular factor for men; (2) positive marital 

quality reduced and negative marital quality increased the level of cardiovascular factor in 

women; (3) the effect of the spouse social network embeddedness was contingent on the 

gender of the respondent and gender of the third party: women benefited from the presence 

of other women, while men benefited from the presence of the other men.

Discussion. Spousal relations are susceptible to external influence like that of the social 

network, which in turn influences an individual’s health outcomes. However, this influence 

is contingent on gender.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gendered approach to the 

analysis of pathways from the social environment to health in older adults.

Keywords: Gender, Marriage, Cardiovascular, Inflammation, Social networks

* Departmen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enter for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on Aging,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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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Differences in the Link 

between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Decline among Older Adults in Korea

김여진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With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hereafter Korea),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have emerged as serious and growing public health concerns.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are associated with various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likely reducing the quality of individuals’ lives, as well as increasing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 on caregivers and society (Livingston et al., 2017). Researchers have 

devoted substantial effort to identifying the personal, social, and behavioral risk factors of 

cognitive impairment over the life course. 

Recently, one category of factors tha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s the link between 

social relationship and cognition in later life. Social relationships have multi-dimensional 

aspects, ranging from the general notion of a social network to quality of relationships 

(Zahodne, Ajrouch, Sharifian, & Antonucci, 2019). Much of the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structural aspects of relationships, which is the size of social network or frequency of 

contact (Xu, Thomas, & Umberson, 2016). However, relationship quality is distinct from 

network structure, as quality of relations refers to an individual’s subjective 

evaluation/satisfaction/appraisal of a relationship (Zahodne et al., 2019). Interestingly, it 

was revealed that relationship quality is more importantly linked to cognition than the size 

of social networks (Zahodne et al., 2019).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s, particularly marital quality, is especially important in 

shaping cognitive health among older adults (Frith & Loprinzi, 2017). For older people who 

are married, their spouse is usually their primary social networks; the quality of this 

relationship may then be very critical to cognitive health in aging population (Xu et al., 

2016). Positive marital quality may be associated with better cognitive performance by 

providing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promoting healthy lifestyle behaviors, and 

providing coping resources for reducing perceived stress (Lee et al., 2010; Wilson et al., 

2007; Zahodne et al., 2019). Previous studies, mostly in Western countries, found 

inconsistent results regarding the associations of positive marital quality with cognitive 

decline; while some found that higher levels of marital quality are linked to less decline in 

cognition (Béland, Zunzunegui, Alvarado, Otero, & Del Ser, 2005; Frith & Loprinzi, 2017), 

others found no significant associations (Windsor, Gerstorf, Pearson, Ryan, & Anste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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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odne et al., 2019). 

In addition to examining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health, past studies also point to 

the possibility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marital quality with cognitive 

decline (Pillemer & Holtzer, 2016; Xu et al., 2016), given that gender is an important 

determinants of life course context, shaping the experiences of marriage for men and 

women differently (Martin, 2004). In general, men receive more health promotion benefits 

such as emotional support and regulation of health behaviors from marriage than do women 

(Williams & Umberson, 2004). In addition, as one ages, men are more likely to seek for their 

closest relationships within their family whereas women consider both family members and 

friends as their confidants (Belle, 1991). Consequently, older women are more likely than 

older men to utilize their social support networks outside of family members while men 

frequently rely on their spouse for support (Belle, 1991; Tamres, Janicki, & Helgeson, 2002). 

Given that spouse is a critical support provider for men but less for women, it would be 

possibl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marital quality and cognitive health is 

stronger for men than for women. In other words, the benefits of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spouse would be greater for men than for women in terms of their 

cognitive health.

Previous studies, mostly in Western countries, however, found no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resence of spouse (Håkansson et al., 2009; Liu, Zhang, Burgard, & Needham, 

2019; Sundström, Westerlund, & Kotyrlo, 2016) as well as in the effect of hav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pouse (Xu et al., 2016) on cognitive impairment. Unlike Western 

countries, in a patriarchal society such as China and South Korea, the presence of spouse 

provides more cognitive health benefits for men than for women (Feng et al., 2014; Kim). 

Thus, it would be also possible that the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spouse among 

older adults in Korea is more beneficial for men than for women, but as far as I know, there 

is no study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ositive marital quality on 

cognitive decline in Korea.

In su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ositive marital quality is 

associated with cognitive decline over time and whether this association differs by gender 

among older adults in Korea, using the 2006-2018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ndividuals’ martial quality as well as cognitive 

health change over time, this study employed the hybrid mixed-effects models, being able 

to estimate the effect of both time-invariant (i.e., gender) and time-varying variables for 

both within and between estimators (i.e., marital quality) on cognitive decline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Based on respondents who were married and who had not experienced cognitive 

impairment at baseline survey (n=7,427 respondents; 35,066 person-year observations), a 

series of hybrid mixed-effects models were employed. The results of hybrid models showed 

that women were less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cognition compared to men. The within 

and between effects of age indicated that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to have lower levels 

of cognition as they age and that older people were also more likely than young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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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lower levels of cognition. In addition, the within and between effects of marital 

quality also showed that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 levels of cognition as 

their relationship with spouse became positive and that people with higher levels of marital 

quality were also more likely than those with lower levels of marital quality to have higher 

levels of cognition.

Interestingly, the within effects of the interaction terms of gender and marital qualit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gnitive health while the between effects of the interaction 

terms were not. More specifically, the positive effects of changes in marital quality were 

larger for men than for women; although positive changes in marital quality within 

individuals were beneficial to cognitive health, the size of those benefits were larger for men 

than for women. Contrary to the within effects, the between effects of marital quality were 

same for men and women, implying that individuals with higher levels of marital quality 

were more likely to have better cognition compared to those with lower levels of marital 

quality, and these positive effects were not differed by gender. This might be the potential 

reason why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positive effects of marital quality on cognition, 

mostly employing growth curve models or linear regression models, could not find gender 

differences in these associations since they only focused on the between effects of marital 

quality without considering time-varying aspects of marital quality withi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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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전망: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임운택, 이균호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진 경제와 노동의 디지털전환 과정은 지난 수년 동안 국내에서도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 에도 소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꾸준하게 지속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강조된 자동화, 기계화, 디지털화는 그간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사측의 환호를 받았지만, 노동계는 일자리 소멸 또는 고용의 불안정화에 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노동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측면에서 오랫동안 강조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 에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시 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부품산업에서 노동의 디지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화시킴으로써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한참 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던 4월 23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구지역의 중견

기업 이상 자동차 부품산업 17개 업체를 상으로 설문조사와 FGI(포커스그룹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해 조사 기간은 상당히 오래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와 FGI에 의하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숙련인력의 수요가 약간명(11명)에 지나지 않아 

전반적으로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자동화, 로봇화, 등)과정에서 생산직에서 신규 일자리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에서는 유휴인력(전체 인력의 10% 이상)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조가 

있는 기업 부분은 인력의 일부를 전환배치(생산직에서 사무관리직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물량조정 

방식으로 이 문제에 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조사 상 기업의 부분 최근 

생산직에서는 신규 공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당분간 발생하는 수요는 최직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관리하는 소사장제로 체하고 있으며, 실제로 1차 원청업체는 이러한 방식을 노사합의아래 선호

하고 있다. 반면 2,3 차 하청업체는 전통적인 sweathop으로 임금, 노동조건에 따른 생산인력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 제조업체의 생산인력 평균이 45세 이상의 중고령자이지만, 

향후 이를 체하는 신규 청년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견된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디지털 전환의 실태를 보면 몇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나는데, 우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노사간의 정보공유가 일정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 실제로 공정혁신이 진행

되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드러났다. 공정혁신에 따른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해 노사가 

느끼는 중요성은 온도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전환(공정혁신)과 일터혁신 사업(향상

훈련, 평생학습과 같은 직업훈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목표가 주로 

디지털 기술(ERP-MES 구축) 적용과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춰 공정과정 부분을 자동화, 로봇화

하는데 실질적인 관심이 있다. 반면에 생산직 노동자들은 체로 디지털 전환에 응하는 향상훈련에 별반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사측은 노동의 경직성을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의 신규채용을 회피하고, 비정규

직을 선호하는 반면, 노측은 자동화에 저지에 민감하고 노동에 유리한 디지털 전환을 정착화하는 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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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보다는 최소한 자동화를 저지하는 수준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노사모두 디지털 

전환의 요체를 자동화, 로봇화 수준으로 이해하고, 공정형긴과 일터혁신의 결합에 한 중장기적 혁신 

전략이 부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작업공정혁신에 한 전반적 컨셉트의 부재는 노사간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공동

전략의 부재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적 여력이 안되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지원사업이나 일터혁신사업의 참여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공정혁신과 일터혁신 모두 제 로 진행

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업계는 세계적으로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로 트랜드가 변화하고 있지만, 구지역의 주요 부품업체의 경우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의 생산품이 

많고 일정한 수주로 있는 만큼 급격한 전환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내연기관의 부품의 수요가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는 한, 원청과 하청업체 간의 정보교류와 CPPS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노사상생형 디지털 전환 모델을 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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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위험사회와 돌봄 정치

홍찬숙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중범위 이론을 지향한 사회학자로서 벡은 당시에 경험한 문명위험을 중심으로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사회학적 관점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1980년  ‘위험사회’ 개념에서 시작하여, 1990년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에 한 논의를 거치며 ‘세계위험사회’로 개념을 발전시켰다. 여기서 핵심은 방법론적 일국주의에서 

방법론적 세계시민주의로, 개인화라는 일국적 변동에서 세계시민주의적 세계위험공동체의 발현 가능성으로 

옮아갔다. 그러나 현재 벡이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닥치면서, 벡의 논의를 다시 

확장 또는 수정할 필요성이 두했다. 이 논문에서는 팬데믹 현상이 개인화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자율성에 

기초한 근 적 ‘개인’ 개념에 변화를 촉구한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화에서 세계시민화로 시민 정치의 논의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돌봄 영역에 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식론에서도 방법론적 세계시민

주의로 관점의 확장만이 아니라, 방법론적 페미니즘으로의 질적 전환이 이 필요하다고 논증한다. 

벡의 위험사회에 한 논의는 그 발전 과정을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1) 위험사회에서 세계위험사회로의 개념 확 , 2) 일국적 신사회운동에서 세계위험공동체로의 시야 확 , 

3) 노동사회에서 정치사회로의 사회변동 전망.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정치에서 돌봄 관점의 사회 및 정치에 한 이해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자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복잡한 현  사회에서는 ‘가치 갈등’ 및 ‘가치 

지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성’은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재 조건, 즉 서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들의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가치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가의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회는 모종의 ‘연 ’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절 적 원칙이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에서 출현하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 

관계에 한 특정 해석방식, 즉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특정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돌보는 연 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닌 ‘상호의존성’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험적 개념인 ‘공동체’에서 인간 존재의 조건에 관한 이론적 개념인 ‘상호의존성’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론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 필자는 양자역학의 ‘입자/파동 이중성’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를 통해 뉴턴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반영한 근 적 자유주의/공동체주의 이분법이 개인/상호연관성의 

이중성 또는 자율성/돌봄의 이중성이라는 현 적인 개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사고 전환의 과정을 통해서 필자는 벡의 성찰적 근 성 개념보다 해러웨이의 ‘회절’ 개념에 기초한 

‘회절적 근 성’ 개념을 주장하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서 탈근 성이나 비근 성이 아니라 ‘회절적 

근 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 비판이론의 변증법적 근 성 이해에 이론적 뿌리를 둔 벡의 ‘성찰적 근 성’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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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년세대의 정치적 올바름 반대형성에 대한 연구

이희조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이하 PC)이란 『온라인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집단을 배제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현이나 행동을 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의미가 추가되어오면서, 현재의 PC는 차별적 언어양식을 제한함으로써 소수집단에 

한 존중과 평등을 실현하려는 운동이라는 실천적 의미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PC에 해 지금

까지 해외국가와 한국에서 모두 반 흐름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반 자들은 불관용과 역차별을 근거로 

소수자를 위한 PC에는 반 를 표하면서도, 스스로는 차별주의자들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차별주의자는 소수자를 배제하는 것에 목적을 둔 사람들이지만, PC반 자들은 차별주의자와 다르게 PC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와 PC에 해 중적으로 

전면화되는 논쟁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차별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에서 PC에 한 반 는 특히 청년세 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미국 등 국가들은 서로 다른 인구

집단이 중층적으로 얽혀있고 집단 간 갈등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PC에 해서도 활발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비교적 동질적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은 집단 간 갈등의 역사가 오래된 것이 아니며, 

강력한 독재체제로 인해 경제담론에 비해 사회적 차별에 한 담론은 억제되어 있었다. PC논쟁이 활발할

만한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청년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부상한 것에 해 원인을 규명

하는 것이 필요하다.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논쟁들은 기본적으로 PC를 반 하고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던 이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도 우선적으로 어떠한 이들이 PC에 해 반 를 

표하는지에 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근 몇 년 간의 논쟁부상의 원인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청년세  중 어떠한 사람들이 특히 PC를 부정적 맥락에서 바라보는지 규명하는 목적에서 

주요이론들을 소개하고 각 이론이 제시하는 요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구는 젠더, 다문화

주의, 성정체성 세 범위로 PC에 한 주제를 한정하여 다루었다. PC를 둘러싼 논쟁의 주제는 해외에서 

인종･채식주의･종교 등까지 광범위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해당 주제들에 한 논쟁 혹은 반 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못했고, 그에 반해 젠더, 다문화주의, 성정체성 주제에 한 논쟁은 비교적 활발하게 발생

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수주의, 표현의 자유, 능력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PC에 한 반 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먼저 PC에 한 반 를 청년세 가 보수화되었다는 맥락으로 연결하는 기존 논의를 확인

하고자 보수적 가치를 가지는 정도가 PC에 한 반 정도와 상관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조절초점

(Regulatory Focus)이론으로부터 인간의 동기는 일정한 성과에 도달하려는 촉진초점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안전을 보장하는 방어초점으로 구분된다. 진보적 성향을 가진 개인들에 비교하여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방어초점으로부터 실패를 피하기 위해 기존 방식을 고수하여 불평등에 해 비교적 관 하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질서에 한 사회변혁을 시도하는 PC에 해서도 이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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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방어초점을 가지고 문제화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념성향만을 통해 한국청년세 의 PC반 를 살펴보기에 여전히 한계가 남으며, PC반 와 상

관성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가치로서 표현의 자유가 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배경이 되는 이론으로 반감이론(Reactance theory)이 존재한다. 반감이론에 따르면 규범

으로부터 느끼는 자유의 감소는 때로 순응이 아닌 일탈을 야기하고 부정적인 신념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더욱 변화에 저항을 크게 가지며, 이러한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느꼈을 때 규범의 설득에 한 반감은 강화될 수 있다.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을 제한하는 PC는 반 자들

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 가치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인자로 지목되었다. 역사적으로도 PC논쟁에 있어 반

담론을 형성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PC가 규범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표현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불관용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는 동일하게 반감이론으로부터 한국의 청년세 에게 특히 강조되는 가치인 능력주의가 PC반 와 

접한 연관성을 갖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청년세 는 경쟁을 추구하도록 

배우며 성장하였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기성세 가 형성한 상속과 연줄 기반의 불공정한 사회라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스스로 불안정한 구조적 위치에 놓여 있고 비관적인 미래생애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로 인해 청년세 는 결과적으로 능력주의 가치를 굳게 믿게 되었다. 능력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측에게 PC는 청년세 가 동시에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상황에서 소수집단의 보상을 예외적으로 보장해주어 

역차별을 생성하는 부당한 개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편, 집단적 차원에서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통합적 갈등이론(Integrated 

Threat Theory)은 주류집단에 한 소속감이 상징적 위협을 통하여 PC에 한 반 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인간이 집단에 한 소속을 자기개념의 일부로 받아들인다고 

제시하며, 통합적 갈등이론은 주류집단의 구성원들이 소수집단으로부터 위협을 인지하여 부정적 심리결과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류집단에 속한 자신을 중시하고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구분이 강한 사람일수록, 

PC를 소수집단의 지위상승과 연결시키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 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협은 집단 간 가치의 차이를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징적 위협의 형태를 갖게 되며, 연구는 상징적 

위협을 주류집단 소속감과 PC에 한 반 정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기입형 웹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에 더하여 보완적인 연구자료로서 웹사이트 ‘DC 

인사이드’에 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웹 설문조사는 한국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20  

500명의 패널에 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SPSS 25 프로그램을 통해 각 가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 

보수적 이념성향, 표현의 자유 중시정도, 능력주의 중시정도 각각이 PC에 한 반 정도와 갖는 상관성의 

경우 편상관관계 분석(Partial Correlation 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다. 주류집단 소속감이 상징적 위협 

매개변인을 통해 PC에 한 반 태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다. 이 경우 주류집단 소속감이 PC에 한 반 정도로 이어지는 회귀계수, 

주류집단 소속감이 상징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회귀계수, 그리고 상징적 위협이 PC에 한 반 정도로 

이어지는 회귀계수 세 ß값을 확인했다. 각 분석에서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소득, 

종교유무를 설정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자료는 DC 인사이드라는 한국의 웹사이트 내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후 그로부터 나타나는 텍스트의 내용들을 수집하였다. 분석 상으로 총 100페이지로부터 2500개의 게시물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그 기간은 2019년 8월 9일부터 2020년 6월 20일까지의 범위를 갖는다. 분석실행은 

R Studio 4.0.0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을 위해 워드클라우드,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3가지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PC에 한 사람들의 인식 및 태도현황, PC반 와 관계를 가지는 요인, 

가능한 PC주제 등을 살펴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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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마이닝 자료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PC에 한 사람들의 태도현황, PC반 와 관련된 요인, 

가능한 PC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들을 탐색할 수 있었다. 워드클라우드,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분석 모두에서 PC라는 키워드를 할 때 부정적 의미의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으로부터, 한국 내

에서 PC와 관련한 개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및 태도를 도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분석으로부터 

종합적으로 연구가설 1,2와 4의 실마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이념성향, 표현의 자유 중시정도, 

주류집단 소속감이 PC에 한 반 와 관련성을 가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가설 3이 제시하는 바와 다르게 능력주의 가치와의 연관성을 지닌 단어나 단어 간 관계는 상 적으로 미약

하게 나타났다.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연구가 주된 범위로 설정하였던 젠더와 성정체성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 로 예측과 달리 다문화주의 주제가 젠더나 성정체성 주제와 비교해 약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인종과 관련한 주제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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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생존전략과 대안적 커뮤니티 연구

정하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농촌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아닌 사회자본의 위치가 청년농업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더 나아가 농촌사회의 높은 진입장벽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종사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청년농업인 연구참여자

들은 농촌 지역 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하고, 젠더 차이에 따른 커뮤니티의 

활용도도 다양하였다. 첫째, 부모의 사회자본 위치성이 자녀에게 재생산됨으로써 승계농인 자녀들은 농촌 

지역네트워크에 진입하는 것과 더불어 정착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는다. 

둘째, 농촌사회는 단일한 계급으로 이루어져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단일한 공간이 아닌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청년농업인의 안적 커뮤니티는 청년농업인이 농촌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농촌사회에서 부모의 사회자본 위치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차별과 배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농촌 사회에서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며 소통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의 커뮤니티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농업인을 농촌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

하다는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농촌사회, 청년농업인, 사회자본, 안적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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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새로운 구별짓기 방식: 

독서 모임 <트레바리>를 중심으로*1)

오지현**, 김서현***, 박해란****, 차영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최근 청년세 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독서모임 <트레바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해당 모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짓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성인들의 독서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사비를 내고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모임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트레바리>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 하나로 비교적 강제력이 있는 규칙들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모임’이지만 

가입과 활동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왜 청년들은 독서를 하지 

않음에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독서모임’에 가입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청년 세 가 이와 같은 <트레

바리> 선택하고 활동함으로써 스스로를 타인과 구별짓는다고 보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

으로 본 연구는 실제 <트레바리> 참여자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들이 모임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 확인하여 그 이면에 내재된 구별짓기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트레바리> 참여자들이 참여 과정의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별지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에게 있어 <트레바리>가 단순한 독서모임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구별

짓기가 가능한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청년세 , 구별짓기, 독서모임, 트레바리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문화사회학회의 연구소모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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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미치는 영향: 계층 상승 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용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동그라미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렵다는 

답은 55.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불평등이 실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으로 계층 의식에 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계층 의식 연구는 소득, 직업 등의 객관적인 요소에서 가치관, 만족도 등 주관적인 요소를 다루는 

‘주관적 계층의식’에 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다루는 연구들은 어떠한 변수들이 

주관적 계층의식과 연관성을 가진 변수들이 많았다. 이 연구에서 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연관 있는 변수로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다루었다. 세 자본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모두 다룰 수 있어, 

다양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받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다양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청년층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제 청년들의 계층의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성공은 그저 운이며, 노력에 비해서 적은 보상을 받는 부정

적인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사회 인식은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심화된 불평등은 계층 상승 가능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계층 상승 가능성의 어려움은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성취나 계층 상승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만,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 

상승 가능성에 한 각각의 연구들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은 부족하다.

이 연구는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

의식이며, 매개변수는 계층상승 가능성이다. 독립변수는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다. 각 독립변수

들은 경제자본은 주거형태, 주거점유형태, 재정만족도, 소득이다. 사회자본은 신뢰, 인간관계, 인간관계

만족도, 신뢰, 사회참여이다. 문화자본은 여가생활 가치관과 자원 봉사가 있다. 통제변수는 성별, 학력, 

고용형태, 나이, 결혼여부이다. 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21이다. 분석 방법은 독립표본 

T-Test,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방법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된 변수들을 추가로 Sobel-test 검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가 확인되는지 재차 검증했다.

분석 결과, T-test와 상관분석에서는 세 자본이 모두 유의한 결과가 있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은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모두 연관성이 있었다. 또한 경제자본은 

사회자본과 문화자본보다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더 많은 연관성을 보였다. 계층 상승 가능성의 매개

효과에서는 문화자본을 제외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계층 상승 가능성과 연관성이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영향이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득 등의 객관적인 요인들이 주관적인 계층의식에도 접한 연관성을 준다는 

사실이 이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둘째, 계층 상승 가능성은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에서 매개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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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는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할 때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계층 상승 가능성의 여건이 긍정적이나, 모든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의 여건들이 어려운 청년들에 한 종합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청년층에 한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진출을 돕는 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다만, 청년들의 지원 정책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회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청년층 각 개인의 사회자본의 양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청년

들에 관심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울시와 청년층으로 한정되어서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고,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 상승 가능성과 연관성을 가진 변수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계층 간의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 상승 가능성에 

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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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의 배우자 선호에 관한 연구: 

계층 동질성을 중심으로

LIANG YAQUAN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념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행위는 가정과 결혼의 구성 패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의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하는 것은 줄곧 많은 학자의 

관심사였다.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동질혼에 집중돼 있다. 학자들은 동질혼의 수준이 사회와 

문화의 개방과 융합 정도를 나타낸다고 본다. 현재 중국에는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예를 들어 교육 수준과 사회 교제) 다방면 요소에 

걸쳐 계층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계층적 시각에서 동질혼의 형성 메커니즘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서구사회의 연구를 보면 중상층과 하층 사이에 동질혼 성향의 차이가 있다. 중상층에선 동질혼을, 

하층에선 이질혼을 선호한다. 중국의 연구 부족에도 불구하고 중국 도시와 농촌의 동질혼을 보면 도시와 

농촌 모두 동질혼의 상승과 비율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경제 수준 차이는 크지만, 서구

처럼 계층 간 동질혼과 이질혼의 분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중국의 사회문화(문당호 (門當

戶對)식 전통 배우자 선택 관념과 가한 가정문화)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사회 전반의 높은 

수준의 동질혼은 문화적 요소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여성의 배우자 선호와 성인을 분석하고, 분석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이 아닌 사회구조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교환이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론, 부르디외의 계층이론을 

사용했다. 교환이론은 결혼이 기본적으로 부부간 서로 자원을 공평하게 교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 시장에서 공정거래 이념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동질적 교환이다. 개인주의와 

가족주의 이론은 계층 간에 가치 관념과 규범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산층의 개인주의로 이어

지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관념과 행동은 그다지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 반면 노동자계층은 집단주의적이라 집단 욕구를 충족시키는 

배우자를 찾기 원하고 배우자감을 선택하는 관념과 행동이 규범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계층 동질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부르디외의 계층이론은 계층 구분의 기준이 객관적 경제 자본이라는 점을 강조

하고, 계층의 가장 분석적인 특징은 계층별 관습이나 라이프스타일이며 이는 계층 근원의 가장 설득력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관습은 지속성과 전이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개체가 원가정에서 형성되는 관습을 유지

하기 위해 같은 계층의 배우자를 찾게 된다. 개인의 의지와 구조적 요인이 모두 동질혼의 원인임을 알 수 

있고, 그중에 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과 노동자계층 여성의 동질혼 선호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계층의 

여성이 배우자를 선호의 공통점은 중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다. 우선 학력 선호 측면에서 참여자들이 

배우자의 학력보다 배우자의 능력(실제 근무 능력과 인간관계 처리능력)을 중시해 중국에서 학력이 인적 

자본으로서의 효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과잉교육 문제, 교육방식의 실천력 부족, ‘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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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기여하는 효과가 학력의 효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에는 ‘남고여저(男高女低)’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참여자들은 배우자가 더 높은 경제력, 더 많은 나이, 더 높은 가정 지위를 가질 

것으로 기 했다. 이런 기 가 생기는 이유는 경제 분야에 한 기 뿐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족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사회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가 보여주듯이 중국은 개인주의와 집단

주의가 공존하며 집단주의를 주도한다. 이런 사회 가치관은 중산층과 노동자계층 여성들의 배우자 선호의 

여러 측면에서 잘 드러난다. 중산층 여성은 배우자에 한 선호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냈지만 

결혼 의지, 결혼연령, 출산 의지 등에서는 부모의 기 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노동자계층 여성은 

배우자에 한 선호나 개인의 뜻에 강한 집단주의로 나타났다.

두 계층 여성의 배우자 선호는 계층 차이에서 비롯됐다. 우선 두 계층의 여성이 배우자의 선호 설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생활 수준과 기존 계층 관습의 유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예컨  교육 수준 선호 측면

에서 중산층 여성의 높은 요구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가능성과 의사결정 일치성에 한 기 인데, 이는 근본적

으로 중산층 교양 모델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자녀의 자율적 판단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직업 선호도 

중산층은 직업의 전문성을, 노동자계층은 직업의 인간관계 처리능력을 중시했다. 이는 두 계층의 업무 성격 

차이를 보여준다. 중산층의 직업은 전문지식에 한 욕구가 더 높다. 반면 노동자계층의 직업은 전문지식에 

한 욕구가 상 적으로 낮지만 ‘관시’이 직업에 기여하는 비중은 훨씬 높다. 이것은 서로 다른 계층 간의 

직업 발전의 다른 방식을 구현해낸다. 소득 선호 측면에서 배우자에 한 참여자들의 요구는 현재의 생활 

수준과 소비 패턴을 유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두 계층 모두 남성의 소득수준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은 원계층의 평균을 의미한다.

둘째, 두 계층 여성의 배우자 선호하는 설정은 계층 간 가치관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중산층은 개인

주의 가치관, 노동자계층은 집단주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예컨  소득수준에서 중산층은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노동자계층은 원가구를 지원해주길 원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산 수준에 한 중산층은 

개인의 현재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원하며 노동자계층은 배우자가 후 에 좋은 경제적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배우자의 자산 수준이 부모의 기 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상  

부모의 학력 수준에 한 요구는 두 계층 모두 상  부모의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중산층은 

상  부모가 자신의 독립가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노동자계층은 양쪽 부모가 비슷한 학력 수준을 요구함

으로써 두 가정의 융합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이다. 부모의 결혼의견에서도 중산층 부모는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욕구를, 노동자계층 부모는 두 가정의 융합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계층별 여성 배우자 선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여성의 배우자 선호에 

사회구조가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배우자 선호는 사회행위다. 성취 지위 선호와 귀속 지위 선호를 독립적

이고 상 적인 것으로 보는 연구도 많고 현 화 이론에서 짐작하듯이 결혼 패턴은 귀속 지위에서 성취 

지위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성취 지위 선호와 귀속 지위 선호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배우자의 성취한 지위에 한 선호도 계층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지위를 연관된 현상은 중국 결혼의 패러다임이 현 화 이론과는 다른, 즉 성취 지위 동질혼과 귀속 

지위를 동질혼이 다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는 근본 원인일 수도 있다. 중국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불안정한 

사회구조로 인해 개인 자본의 발전을 위해 가계 자본이 필요하므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계층적 

배경의 동질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가족 배경이나 계층 배경에 

한 관심은 경제적 고려보다는 계층적 문화, 계층적 관습, 즉 문화적 요인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 선택하는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사회 배경을 구분하는 필요성 있고 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중시해야 한다.

키워드: 여성, 배우자 선호, 계층, 관습, 개인주의,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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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혼여성에 대한 태도 및 비혼여성의 감정 연구: 

웨이보 상의 담론을 중심으로

LIN HANXIAO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독신 인구는 2.4억 명에 달한다. 그중에서 36% 독신 여성들이 평생 결혼

하지 않기로 선택했으며, 비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혼은 중국 여성들의 미래 생활 방식에 

한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비혼족에 한 담론은 무엇인가”라는 온라인공간에서의 

질문을 가지고, 이에 한 답을 얻기 위해 온라인공간인 웨이보상의 게시글과 살펴보았다. 담론을 비혼여

성에 한 사회적 인식, 생활 방식과 감정적 태도가 어떻게나타나고 또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WEIBO(웨이보)에 게시된 비혼여성의 미래에 한 관련 댓글을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는 비혼여성을 상으로 개인화 이론과 자아정체성과 감정의 사회가치를 활용하여 여성의 감정 생활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비혼 여성은 전통적인 제도의 제약을 벗어난 후, 감정 세계에서’자기 중심’의 

감정 교동 원칙을 구축하여 사랑에 해 특수한 감정 태도를 나타냈다. 그 중에서도 감정 무용, 감정 놀이, 

감정 단순화 이 세 까지 상황을 표적이다. 비혼여성들은 감정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체물을 찾아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다.

비혼은 여성의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각종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얻었다. 뉴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이 발달하면서 독신생활로 인해 비혼여성들이 프라이버시와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 

정신생활과 물질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독신생활이 여성들에게 자신 생명의 의의와 

가치를 찾고 실현시킬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혼여성들은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중, 청년층이다. 일상이 다양하고 직업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현재 이들이 유지하는 독신 상태는 결혼 시장

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독립과 높은 사업 경쟁력으로 추구되는 행복한 생활 상태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독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여를 인정

하고, 결혼･연애 선택에 관용과 자유를 주어야 한다.

주제어: 비혼여성, 개인화, 자아정체성, 자아가치, 감정 무용, 감정 놀이, 감정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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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미혼모 유튜버의 수행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지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현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의 정체성은 레거시 

미디어 상에서 아직도 과도하게 일반화되거나 왜곡되어 그려지고 있다.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가 급부상

하면서 레거시 미디어 상에서는 재현 상에 불과했던 미혼모도 생산자로서 거듭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 미혼모 유튜버는 현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연구 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는 미혼모 관련 연구는 거의 없다. 한국 미혼모와 수행성의 관계나 양육 미혼모 유튜버에 해 다루는 

연구는 전무하며, 한국 미혼모의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도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적 수행성’이라는 

문화이론의 개념을 활용하여, 양육 미혼모 유튜버의 미혼모 정체성에 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양육 미혼모 유튜버의 언어적 행위들이 미혼모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해 

살펴본 뒤 정체성 및 수행성에 한 미혼모 유튜버의 언어 행위들이 어떠한 미혼모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양육 미혼모 유튜버 2명(A 씨, B 씨)의 유튜브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을 상으로‘반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미혼모의 정체성에 한 분석틀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필자는 선행논문의 문헌 연구와 ‘근거

이론’이라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미혼모 정체성의 분석틀을 개발했다.

연구 결과, 양육 미혼모 유튜버의 정체성은 계급, 세 , 연령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미혼모 주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개인 행위자’의 ‘수행성(performativity)’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두 연구 상 모두 스스로를 ‘한부모’ 또는 ‘싱글맘’, ‘엄마’, ‘여자’, 

‘미혼모’로 규정하고 표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A 씨는 본인을 ‘한부모가장’, ‘부모’, ‘강한 엄마’, ‘아줌마’, 

‘젊은 엄마’, ‘그냥 엄마’, ‘그냥 사람’ 등이라고 정의했으며, B 씨는 본인을 ‘싱글맘’, ‘한가정 가장’, ‘아줌마’, 

‘젊줌마’, ‘부족한 엄마’, ‘강한 엄마’, ‘가면을 쓴 존재’,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엄마’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 의미를 삶의 맥락에서 실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상의 유튜브 콘텐츠 텍스트에서는 미혼모 

문제아, 미혼모 범죄자, 미혼모 피해자 프레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신 ‘사회적 책임 프레임’과 

‘주체적 미혼모 프레임’이 두드러졌다. 두 상자의 ‘지원’ 또는 ‘후원’에 한 생각이 달랐기에 사회적 책임 

프레임에 있어 양자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체적 미혼모 프레임과 관련하여 양자는 모두 ‘자립’, ‘성장’, 

‘노력’ 등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그간 학계가 주목하지 않았던‘양육 미혼모’에 관한 논의를 

유튜버의 수행성과 진정성을 통한 정체성 연구로 그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는 

미혼모에 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미혼모 관련 사회복지 실천 및 정책을 제안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주제어: 양육 미혼모, 양육 미혼모 유튜버, 정체성, 진정성, 언어적 수행성, 미혼모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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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ology of Organizational Norms 

and its Effect on Female Managerial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Firms

윤민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The persistence of the glass-ceiling effect in workplaces has been a puzzle calling forth 

the attention of various academic fields. Among those approaches, a line of studies 

addresses the importance of looking into normative schema derived from the belief system 

of the organizations. On the one hand, previous studies have recommended the diffusion 

of norms of equality by the adoption of various diversity management strategies. Such 

initiative was partially the result of institutional pressure that has called forth increased 

awareness of the glass-ceiling effect and better representation of women in organizations. 

On the other hand, literature from gendered organization suggests that the ideal worker 

norm that is fundamentally biased against women prevents women’s ascendance to the 

managerial level. This study points that these two norms might not go hand in hand, as the 

equality norm is incorporated on the surficial level because of institutional pressure, while 

the ideal worker norm is deeply rooted in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Especially, 

organizations could have a decoupled system of norms—strong equality norm and a strong 

ideal worker norm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takes a holistic approach and brings these two norms under a single 

typology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LCA), using data from the fifth to seventh wave of the 

Korean Women Manager Panel(KWMP). As a result, four groups were found—strong 

equality-weak ideal worker norm, weak equality-weak ideal worker norm, strong 

equality-strong ideal worker norm, weak equality-strong ideal worker norm groups. 

Secondly, panel regression model indicates that organizations with strong equality-strong 

ideal worker norm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compared 

to those with strong equality-weak ideal worker norm.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consistency between equality and ideal worker norm within firms results in a stronger 

glass ceiling effect.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that shattering the glass ceiling 

requires not only the strengthening of the equality norm but also the deconstruction of the 

ideal worker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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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청년들의 ‘농촌 지향’ 현상 살펴보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와 ‘귀농’ 키워드를 중심으로

양유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지인을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으로 ‘한 달 살기’를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새부터인가 ‘한 달 살기’의 수요가 많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여가, 체험, 휴식뿐만 아니라 간단한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수행”(김소윤 외, 2016; 

43)하는 여행의 한 형태이다. 이는 2011년 제주도에서 월세방을 얻어 아이들과 한 달을 지낸 경험담을 

담은 한 전업주부의 「제주도에서 아이들과 한 달 살기」 책의 인기에서 시작한 현상(김소윤 외, 2016)이며, 

2020년 현재까지도 그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굳이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리고 한 달, 혹은 한 달 미만의 기간 등 한적한 곳에 내려가 일정 기간을 여유롭게 보낸다는 테마 아래에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류형 여행 상품이 많다.1) 실제로, 제주도에서 운영되는 많은 숙박업소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호텔, 리조트 역시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2) 그리고 SNS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한 달 살기의 주된 소비층은 청년이다. 왜 청년들은 시골, 특히 

제주도에서 한 달의 기간을 여행하는 것인가? 이 여행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쉼’이며, 이러한 ‘쉼’은 곧 

힐링으로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힐링은 ‘회복’이고, ‘치유’이다. 왜 청년들은 힐링을 위해 농촌을 찾는가?

청년이 농촌을 찾는 서사는 현실이 아닌 곳에서도 자주 쓰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이다.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 곳은 미성리라는 농촌 마을이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주인공 혜원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영화 속에서 혜원의 공간은 서울도 되었다가 

미성리도 되었다가 하는 등, 교차 반복되는 이미지로 표현되며, 이는 서울과 농촌의 모습을 비시킴으로써 

서울의 빈곤함과 배고픔, 농촌의 따뜻함과 배부름을 극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영화적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 혜원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친숙하고 현실감이 있다. 이는 청년세  중 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혜원의 공간이 미성리로 바뀌는 순간들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혜원이 택한 농촌의 삶은 다수 청년에겐 영화 스크린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보통의 선택지는 도시이며, 농촌의 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비약

그렇다면 실제 농촌으로 내려간 청년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은 곧 현재 한국의 농촌과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즉, 사는 게 힘이 들어 휴식이 필요한 청년들과 그리하여 이들이 농촌을 찾는 현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특정한 이미지로 포착하는 미디어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된다는 얘기이다. 귀농･귀촌 

1)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http://www.fuso.kr/bbs/content.php?co_id=intro1
중앙일보, “아침저녁 먹여주고 반찬 20개... ‘강진 1주일 살기’ 박 비결”, 2020.10.15., 
https://news.joins.com/article/23894713
mbc 뉴스투데이, “‘강진에서 1주일 살기’ 새로운 관광패턴 인기(R)”, 2020.08.21., 
https://ysmbc.co.kr/article/gDwbiqhlUf

2) 디스커버리뉴스, “제주도 한달살기 숙소 열에 오른 호텔&리조트”, 2020.07.29., 
http://www.tourtimes.net/241304
연합뉴스,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 ‘제주 한달살이 패키지’ 출시”, 2019.02.27.,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7045200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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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과 이를 소재로 한 영화라는 두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사회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영화는 상상과 허구를 그려내는 작품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작품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방향을 잃은 청년이 농촌을 찾아 깨달음을 얻는다는 서사를 갖는 리틀 포레스트와 실제 영화가 

아닌 곳에서 방향을 잃은 청년이 농촌을 찾는지를 비교 분석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980년  이후로 농업과 공업의 분화, 그리고 농촌과 도시라는 공간의 분화는 함께 진행되었으며, 사회적

으로 분화된 것에서 더 나아가 균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간극이 벌어진 두 공간3) 속에서의 삶의 모습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아래 점점 낙후되는 농촌에 한 우려로 나타난다. 가령 “산업과 도시에 한 

강조는 농업과 농촌을 낙후성의 상징으로 폄하하는 전형적인 근 화론의 이데올로기를 한국사회에 확산”

시켰고, “사회 전반에 퍼진 농에 한 편견”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이며, “이는 한국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결”(김철규, 2010; 10)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먼저 ‘농촌에 한 낙후성의 편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낙후’라고 

함은, “기술이나 문화, 생활 따위의 수준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뒤떨어짐”4)을 말한다. 따라서 

농촌이 기술, 문화, 생활의 측면에서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뒤떨어진 상태라는 사회 전반에서 공유되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편견’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 되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분명 농촌을 낙후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하는데, 몇몇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농촌은 위와 같은 우려가 머쓱해질 만큼 아름

다워 보이는 것이다. 연예인들이 시골 마을의 한 정겨운 집을 빌려 자급자족 유기농 라이프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맘껏 뛰놀 곳 없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푸른 잔디와 맑은 공기를 선물한다는 

프로그램, 그리고 뜻 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고향 시골로 

내려와 몇 계절을 보내는 영화 등, 우리가 상시로 접하는 많은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농촌 이미지는 공통

되게 여유롭고 따뜻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렇게 낙후된 농촌이라는 공간을 찾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이는, 

농촌이 사실은 낙후되어있지 않거나, 즉 농촌은 낙후된 공간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거나, 혹은 오히려 낙후

라는 특징이 사람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고, 또한 미디어의 소재가 되는 이유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농촌이 곧 낙후성의 상징이라는 편견을 깨게 해주는 시도로 

작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 우려로 여겨지는 ‘농촌에 관한 편견이 팽배해지는 현상’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우려했던 바와는 다른 이미지의 농촌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비치기 때문

이다. 여기에서 본 글의 문제의식이 도출된다. 농촌을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문화산업은 농촌에 

한 특정 이미지를 그려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미지가 실제 농촌이라는 공간의 모습,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분명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리틀 포레스트와 농촌을 찾는 청년들의 삶의 형태를 생태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것이 

야기하는 효과에 초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첫째, 농촌이 소비 상품으로 전락하는 현상과, 이를 추동하는 

문화산업을 비판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둘째, 기존까지는 전형적인 근 화론의 이데올로기로 투사되어 

낙후성의 상징이었던 농촌이, 문화산업의 소비 상품이 되어 판매됨으로써 낙후되었음에도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다. 주어 셋째, 이러한 논의 전개를 통해 낙후성과 아름다움이 모순되게 

공존하는 현상이 농촌을 어떠한 방식으로 착취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나는 현실의 농촌에 리틀 포레스트 속 미성리와 청년들의 귀농･귀촌 담론의 이야기

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렇게 그려지는 농촌의 녹색의 기호들이 안적인 맥락을 감추는 기제로 작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농촌의 담론을 구성하면서 도시를 비판하는 농촌과 도시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듯하지만, 

결국 이러한 생태주의적 가치와 근 화론은 전혀 다를 바 없다.

3) 김철규, 「사회학의 눈으로 본 먹거리」, 따비, 2018, 21쪽
4) 표준국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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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장 내 행위자의 자기검열과 집단행동 전략: 

팀 ‘우롱센텐스(Wrong Sentence)’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영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문학계 미투는 문학장 내 행위자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익명

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젠더 의제 외의 내부적 문제를 활발하게 공론화하는 데에는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기존 연구들은 이 이유를 문학계의 구조에 집중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에 뒤이어, 

본 연구는 앞선 연구들이 규명한 이유들을 정리하고, 올해 초 있었던 이상문학상 관련 집단행동을 중심으로 

문학장 행위자들의 집단행동을 막는 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견하고자 했다. 또한 최근 활동하는 문학장 내 

집단행동 단체들이 이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SNS 상의 텍스트를 근거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들이 집중한 ‘구조적 폐쇄성’ 이외에도 ‘미시적 차원의 폐쇄성’이 존재

했다. 행위자들이 첫째, 사이 정체성에서 비롯한, 둘째, 타 행위자에 한 의식에서 비롯한 자기검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팀 ‘우롱센텐스(Wrong Sentence)’가 이 행위자 층위에서의 폐쇄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살펴봤다. 이들은 전통적인 노조들이 다루는 의제들도 적극적으로 다루지만, 

그 의제를 조직의 궁극적인 활동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의제들과 느슨한 연관성을 가지면서도, 정작 활동의 

부분은 프레임 정렬을 통한 ‘상징적 경계의 무화’와 ‘참여자 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 두 지점에 한 

집중은 기존의 문인 단체들이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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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미국 언론의 국제개발협력 

추이 분석: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세계은행(World Bank) 기사를 중심으로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막스 베버는 신문에 한 분석이 곧 사회에 한 분석과 이어진다고 보았다(Weber, 1924). 인간의 

행위가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면서 신문을 통해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그로 인한 

사회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 매체는 문자나 영샹을 통해 정책결정자나 시민들 

사이에서 그들의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자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력한 권위적인 존재로도 활동할 수 

있다. 뉴스 보도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포괄하는 의사소통의 산물이다(노진철, 2004).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나 의제를 살펴보고자 할 때 제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담론적 측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수경, 2015). 다수의 학자들이 미디어가 객관적 현실을 전달하기

보다 현실을 구성하고 창조해낸다고 주장한다. 미디어가 특정 사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따라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Kaye, 1998; Tuchman, 1978). 따라서 국제

개발협력에 한 언론 보도는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확인해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지구화의 흐름에 하여 세계사회(World Society) 개념이나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등장, 혹은 전지구적 

불평등에 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 분석이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 한 비판 등은 사회학 내에서도 

꾸준히 수행되었다. 성평등이나 아동인권 보호와 같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에 한 관심과 

연구는 사회학적 관점이 필요한 분야지만 부분의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은 여전히 경제학이나 행정학, 혹은 

정치외교학의 영역으로 이해될 뿐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 영역과 국가･국제개발기구들이 빈곤퇴치, 경제

성장이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의제와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론화하는 언론에 

한 연구는 사회학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부족하지 않다.

특히, 신문 보도는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알리고 소개하는 전달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Van Belle et al, 2004). 특히 국제개발

협력 의제나 발언권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미국 내의 언론 보도는 수원국 지원에 한 중적 

지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한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Rioux and Van Belle, 2005; Kim, 2005). 즉, 신문이 저개발국가에 

한 지원과 관련해 어떻게 보도했고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공공 이슈에 

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에 의한 간접경험이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공중의 미디어 의존이 심화되므로 미디어의 의제설정효과가 강화될 개연성이 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양선희, 2008).

동시에 최근 경제적 지표나 수치가 주된 분석 상이었던 경제학이나 회계학의 영역에서도 기사나 보고서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들의 빈도를 통해 역으로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나 재정 연구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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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각의 연구들(Baker et al., 2016; Shirata et al., 2011)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텍스트 마이닝이 

이제는 고전적 의미의 실증 분석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양한 연구방법의 도입과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핵심국가인 미국 내 언론에서 

개발협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인 세계은행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 주요 언론사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의 홈페이지에서 ‘World 

Bank(세계은행)’라는 키워드라는 담고 있는 기사 8,700여 개를 수집한 뒤 토픽모델링 기법을 수행했다. 

토픽 모델링은 분석 상인 전체 문서 집합에서 문서들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잠재변수인 토픽을 구성한다고 

가정하고 문서마다 다항분포로 이루어져 있는 키워들 간의 공빈도를 통하여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토픽 모델링은 많은 양의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축약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알고

리즘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적 연구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분석 과정에서 배제되어 경험적 

사회과학적 연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다(Dimaggio, Nag, and Blei, 2003).

본 연구는 한국 언론에서 개발협력 기사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던 구정우･조성권(2017)의 

연장선 상에서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적인 미국 언론 보도에 한 자료 확보를 통해 한국 언론과 

미국 언론의 특징을 비교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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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웹툰 장의 형성과 만화의 “다취화(多臭化)”

김예지 (도쿄대학교 사회학과)

1. 문제제기 및 목표

최근 해외 시장에서 한국 웹툰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 만화 시장에서 

보이는 한국 웹툰의 성장은 특히나 주목해볼 만하다. 일본은 2018년 기준 중국 다음으로 웹툰의 해외 진출 

비중이 높은 만화 시장으로 부상했는데(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었던 일본 만화계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 작품들에 개방되면서 만화장에 새로운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중반부터 급격하게 성장한 일본의 디지털 코믹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010년 이후,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많은 콘텐츠들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했고, 만화 역시 흐름에 따라 디지털화

라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디지털코믹 시장은 2017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9년에는 종이

만화를 추월하기에 이르 으며(出版科學硏究所, 2020), 만화장의 디지털적 전환기라고 부를만한 큰 전환

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만화계의 디지털화와 함께 한국의 웹툰 플랫폼들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여 

다수의 한국 작품들을 번역, 유통되고 있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전례 없는 쌍방향 만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만화계의 디지털적 전환과 함께 나타나는 웹툰 생태계의 형성과, 만화형식의 다변화, 

만화 의미의 확 와 같은 현상들에 주목한다. 유통과 소비, 표현의 세 가지 영역은 만화의 디지털화로 인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유통과 표상, 즉 플랫폼과 텍스트 

두 가지 영역에서 관찰되는 여러 변화와 현상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을 산업적인 관점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문화의 혼종적이고 유연한 문화실천으로써 접근하여 그 함의를 고찰하려 한다. 

분석을 토 로 디지털 문화 콘텐츠로 변화한 만화와 콘텐츠의 트랜스내셔널한 흐름이 서로 상호연결되며 

만화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2. 분석 방법

현재 일본에 진출해있는 한국계 웹툰 플랫폼 및 그 곳에서 공개되고 있는 한국 웹툰 작품이 본 연구의 

상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플랫폼은 네이버 계열의 만화를 취급하는 라인망가(LINEマンガ)와 카카오페이지 

및 다음웹툰의 작품들을 취급하는 픽코마(ピッコマ), 그리고 코미코(COMICO)와 레진(Lezhin), 투믹스

(Toomics) 등이 있다. 이들 플랫폼이 일본의 만화장에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와 플랫폼 

구성 등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위에 나열한 플랫폼에서 현재 공개되고 있는 한국 작품들을 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한다. 

만화를 구성하고 있는 기호와 이미지가 일본에 번역되는 방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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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랜스내셔널화하는 웹툰 플랫폼과 이미지의 ‘번역’

본 연구에서 디지털 코믹은 전자책과 웹툰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일본의 디지털 코믹은 

출판만화를 디지털화한 전자서적, 그것을 컷 단위로 쪼개서 재배치한 컷만화, 그리고 웹툰과 같은 세로스

크롤 방식의 만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코믹 초창기부터 전자서적이 전체 디지털 코믹 시장

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계 웹툰 플랫폼이 진입하면서 만화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 한국의 웹툰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중반 이후로, 일본의 

디지털 코믹 시장의 규모가 성장세를 보이는 시기와 맞물린다. 이들 플랫폼은 한국의 웹툰을 독점 공개하는 

것에 주력하면서도 일본의 만화 이북을 취급하는 등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일본의 만화 어플리케이션 시장

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의 작품들을 번역, 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각국의 웹툰을 발신하고, 한편으로는 일본 현지의 웹툰을 제작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다양한 국적의 웹툰들이 모여드는 다국적 웹툰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독자들은 자신이 소비하는 작품의 국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일본에 번역

되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 작품들이 배경과 인물 설정, 소품, 이미지 등을 ‘현지화’하여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웹툰 플랫폼은 디지털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일본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

하는 고도의 현지화 작업을 거친 후에 작품을 유통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주로 학원물, 캠퍼스물과 같이 

현 를 배경으로 하는 장르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디지털 툴로 제작되는 웹툰의 캔버스에 그려진 이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레이어의 추가와 삭제, 온/오프로 언제든지 변형 가능한 성질을 지닌다. 만화는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에서 레이어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무수한 파트들의 총체로 변화한다. 웹툰의 현지화는 

사나 오노마토페와 같은 텍스트의 번역 뿐 아니라 이미지를 해당 문화권에 상응하는 것으로 체하는 

이미지의 번역을 수반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본 만화계 내의 웹툰에만 상을 한정했지만,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은 비단 일본에 

수입된 한국 웹툰 뿐만 아니라 한국 플랫폼에 공개 중인 동아시아 해외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많은 작품들이 플랫폼에서 국적이 가려진 채로 공개되고 있고, 독자들의 유심히 찾아보면서 밝혀내지 않는 

이상 작품의 출처를 알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텍스트의 ‘문화적 냄새’를 지우고 ‘무취화(岩渕, 2016)’1)된 

문화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웹툰의 현지화가 다른 문화 콘텐츠의 현지화와 

구별되는 지점은, 그것이 작품을 ‘무국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냄새’를 가미하여 일본의 콘텐츠로 

재탄생된다는 점에 있다. 현지화 작업을 거친 작품은 원작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원작과는 다른 문화적 

맥락을 지닌 또 하나의 ‘버전’이 된다. 일본 만화장 내의 한국계 웹툰 플랫폼과 그 곳을 통해 소비되는 

텍스트들은 문화적 냄새를 다양화함으로써 다국적화된 웹툰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1) 이와부치 코이치(岩渕功一)(2016)는 “문화적 냄새”가 생산국의 인종이나 신체적 이미지, 또는 그를 둘러싼 
담론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지적하고, 일본의 아니메나 게임이 이러한 문화적 냄새를 지운 ‘문화적 무취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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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의 특징과 변화

황현일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은 지속적인 수익성 하락과 함께 미래차로의 전환 추세에 접어들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가 가지는 제약이 다시금 문제가 되고 

있다.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 아래에서 가치사슬 상 하위에 놓여 있는 부품업체들이 보다 어려운 영업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또 미래차를 준비하기에는 투자 여력이나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해서 미래차가 기업 생존의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원하청 관계는 빠지지 않는 주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특징을 폐쇄성, 수직성, 위계성 등으로 포착해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원청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다. 납품단가 인하는 

폐쇄적인 전속거래 관계 아래에서 시작되었지만 개방적인 시장거래 관계로 변화하여도 지속되거나 복사발

주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홍장표, 1996). 다른 하나는 계열사 중심의 폐쇄적인 가치사슬구조의 

형성이다. 2000년  초반부터 현 자동차그룹의 모듈화가 가속화되면서 현 모비스를 중심으로 모듈 부품 

계열사들이 형성되었으며, 모듈 계열사들은 완성차의 생산 기능을 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위 부품사의 

관리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층적인 원하청 관계로 진화해 갔다는 것이다(조형제, 2001; 김철식, 2010; 

조형제･김철식, 2013).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의 지속가능성에 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의문이 지적되어 왔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책들을 제시해 왔지만, 원하청간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오히려 확 되고 있으며 부품업체들은 항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

다면 부품업체를 쥐어짜는 방식의 원하청 관계가 이처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요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한국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장의 통제와 동의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원청의 기존 통제 방식의 진화 양상과 함께 2010년  전후반 부품사의 해외진출이 

가져왔던 동의의 생산에 주목하고 있다. 조직 이론에서 조직들은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이라 불리는 

조직들의 거  집단에 배태되어 있으며, 여기서 조직장의 핵심 주체인 기업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기업 

내외부에서 다양한 통제 형태를 고민한다(Fligstein, 1990). 그러나 기업의 통제는 일방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조직들(competitors)의 응을 낳게 되고, 이러한 응 중의 하나가 동의이다. 여기서 

동의란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업 외부의 세계에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조직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Freeland, 2001).

본 연구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약 20여개의 부품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자동차산업과 관련한 통계를 분석하였다.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하청 관계가 전속적인 폐쇄거래에서 개방적인 시장거래로의 변화 과정에서 

경쟁적 원리는 철저한 부품사 관리 원칙으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입찰 경쟁을 목적으로 부품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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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격 미달 업체를 입찰에 유도함으로써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계열사 중심의 관리는 보다 진화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시작되는 2017년 전까지 

현 자동차그룹의 계열사들은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확보한 반면, 비계열 부품사들은 지난 10년간 

3~4%의 낮은 영업이익률에 시달렸다. 계열사들은 그룹사의 물품 몰아주기나 AS 물량 배정과 같은 기존의 

육성 방식의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는 부품사 인수나 중간업체의 활용 등을 통해 부품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원청의 경쟁 강요와 단가인하 압력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계

적인 원하청 관계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2010년 초반 부품사들의 해외 진출 성공에서 찾을 수 

있다. 현 자동차그룹의 해외 생산 확장과 함께 2000년  중반부터 부품사들의 동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 자동차그룹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으로 해외 확장을 진행하였고, 2016년에 

이르면 해외에서 460만 까지 생산하였다. 이는 동반진출한 부품업체들은 물론 현 자동차 해외 공장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의 물량 확 를 가져왔다. 부품사들은 수익성은 계속 낮은 상태였지만 물량 확 에 

따라 수익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의 문제는 가라앉게 된다. 일종의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에 다시금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현 자동차그룹 해외 판매 저하에서 

시작되고 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현 자동차그룹의 해외 판매는 지속적으로 하락

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진출한 부품사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부품사의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이에 응할 여력이 없는 부품사들의 책을 촉구

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해외 진출 피해의 증가는 부품사들로 하여금 해외 사업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와 더불어 현 자동차그룹에 한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가 기업 생존에 사활적인 문제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품사들은 현재 독자적인 노력으로 글로벌 다변화에 성공하던지, 아니면 그간의 위계적인 원하청 

관계를 부품사에 좀 더 유리하게 조정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상태로 무너질지에 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교차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따라 향후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 관계의 모습도 달라질 것이다.

참고문헌

홍장표. 1996. “한국 자동차산업 재벌 기업과 하도급거래”. 『사회경제평론』 제9호: 33~80.

조형제. 2001. “모듈화에 따른 부품공급시스템의 변화: ‘생산의 동기화’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

50호: 186~213.

김철식. 2010. “모듈화와 가치사슬구조의 변화: 한국 자동차산업 사례”.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1호: 

235~273.

조형제･김철식. 2013. “모듈화를 통한 부품업체 관계의 전환: 현 자동차의 사례”. 『한국사회학』. 제47

집 제1호: 149~184.

Fligstein, N. 1990. The Transformation of Corporate Control. MA: Harvard University 

Press.

Freeland, R. 2001. The Struggle for Control of the Modern Corporation: Organizational 

Changes at General Motors, 1924-1970.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07

노동조합의 사회협약정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연구: 

민주노총 경험의 교훈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서유럽의 네오 코포라티즘에 한 분석에 주력해 온 노사관계학자들의 일부는 상 적으로 덜 발전되고 

민주주의가 이제 막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실험적 코포라티즘에 해서도 일정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Streeck 1994). 민주화 전체에 해 관심을 지녀온 정치사회학자들의 경우도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과 

국가들에서 출현하고 기능한 이러한 정치-경제-사회적인 협의의 관행에 해서 일정한 관심을 기울였다 

(O'Donnell and Schmitter 1986). 그러한 분석들의 주된 초점 중에 하나는 조직노동(organized labor)의 

조건과 사회적 협의체의 작동 및 지속성의 관련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것을 다룬 연구들은 일단 노동

운동의 급진화 내지 자주적 노동운동의 고양이야말로 민주화 이행의 맥락에서 사회적 협의라고 하는 형태의 

정치적 형성체가 태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간주하며 체로 노동조합이 적어도 전국적 수준의 

파업을 통하여 국민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가할 수 있고 그러한 노동의 파괴력이 인식이 된 

상태에서 국가와 자본이 노동과의 타협의 길을 추구하면서 실험적 코포라티즘의 태동계기 내지 존립공간 

생긴다고 보았다 (Schmitter 1992; Valenzuela 1989).

그러나 자주적 노동운동의 역량강화 내지 급진화는 실험적 코포라티즘이 성립가능하기 위한 하나의 필

요조건일 뿐, 그것이 제 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 충분조건은 바로 국가와 자본에 맞서 

하나의 독자적인 자신의 이해를 자적으로 인식하고 조직화와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급진적 노동운동이 

하나의 중간집단(intermediary organization)이자 노동 중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중조직으로 성장

하는 것에 있다. 서유럽과 같은 소위 민주적 코포라티즘(democratic corporatism) 혹은 사회적 코포라티즘

(societal corporatism)의 형태의 정치적 선택이 성립하려면, 노동조합이 국가와 자본과의 타협과 화의 

과제를 내적으로 감당해 낼 수 있는 조직과 소통의 구조와 관행을 지녀야 있어야 한다 (Goldthorpe 1984).

민주화의 정도나 조직노동의 성숙에 있어서 그 발전수준이 덜한(less developed) 국가들에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노동운동이 전국적 조직화의 길을 추구하고 중조직체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급진적으로 중동원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나 자본과의 화와 

타협 역량 모두 발휘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사회적인 제도화가 깊으며 정치적인 자원을 

풍부하게 갖춘 서유럽과 달리 덜 발전된 국가들의 노동조합이 이 두 가지 역량 모두 강하게 지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조직 내부 민주주의의 기제들을 성장시키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의 조율을 안정적

으로 감당하는 조직체로 성장해 갈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내부의 갈등조율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관행과 

기제가 빠르게 공고화되기 어렵다. 게다가 급진적 노동운동일수록 반자본, 반국가적 수사(rhetoric)와 

프레이밍(framing)에 익숙한 바, 그런 노동조합 연맹체의 지도부가 국가 및 자본과 타협을 추구하는 행위를 

내적으로 정당화하는 작업은 매우 미묘하고 복잡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협의체에 한 태도는 일정한 부침(fluctuation)을 보이게 되며, 하나의 사회

과학적 설명 상이 된다. 그 동안 한국의 실험적 코포라티즘에 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어 

왔으며 그 중에는 민주노총의 행위선택에 촛점을 두고 분석한 연구들도 일부 존재한다. 표적으로 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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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한국의 사회협약을 다룬 연구로는 과거 90년  송호근(1994)과 조효래(1994) 등의 연구가 있으나, 

그들은 체로 김영삼 정부 시기 초기의 시도들만 분석했고, 주된 관심도 급진적 노동조합에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후 국내 사회과학자들의 민주노총의 행위선택에 한 해석의 문제는 단순히 학술적인 의미를 

넘어 곧장 현실의 실천적 제언과 접한 관련을 갖는 노동정치의 장에서 일정한 함의를 지니곤 했다.1) 

그러한 장을 기준으로 연구진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사회적 협의체를 신자유주의 정책수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이해하고 민주노총이 그것에 참여

하는 것 자체를 반 하는 함의를 담은 연구들이다. 이러한 시각을 지닌 연구자들에게 민주노총의 사회적 

협의에의 참여는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를 띄며, 그러한 전제하에 민주노총의 행위선택 메카니즘에 한 

중립적 분석은 상 적으로 부차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체로 국가와 이데올로기에 한 

분석을 면 히 수행하였으나, 정작 민주노총의 행위선택 자체에 한 엄 한 분석적 이해는 소홀했던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변하는 표적인 논자인 노중기의 경우 사회적 협의가 신자유주의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한 비판적 분석을 다양하게 수행했으나 분석의 메스를 노동조합의 조직과 소통 내부로 

들이 는 것에는 주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노중기 2008; 노중기2020).

다른 하나는 사회적 협의체에 해 중립적으로, 내지 그 필요성을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하며 

행한 연구들이다.2) 이들은 전자에 비해 상 적으로 민주노총의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작업에 좀 더 

높은 관심을 두었다.3) 표적으로 임상훈의 연구가 있다임상훈 2020). 임상훈은 특히 바카로와 함께 98년 

사회협약의 사례를 놓고 민주노총 내부정치의 양상에 주목하며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Baccaro 

and Lim 2007). 이러한 연구들은 체로 한국의 경험을 상 적으로 ‘덜 성숙한’ 민주주의와 조직을 갖춘 

특수한 상황맥락에 깊게 천착해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한 채, 서유럽의 경험과 이론에 곧 바로 한국을 

비시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경험을 전환사회(transition societies)의 급진적 노조가 지니는 

보편성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그로부터 이론화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결여되었다. 덜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의 급진적 노동조합의 본원적 딜레마에 한 인식하에 한국적 경험의 이론화를 지향하며 한국의 

경험을 다루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입장이든 간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핵심적으로 왜 민주노총이 특정시기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를 

하였고 또 시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특히 왜 장기적으로 사회적 협의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였

는지라고 하는 노동정치상 중요한 질문에 하여 이론적 및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기존 연구들은 개 1998년 2월 사회협약 이후 지난 시기 민주노총이 사회적 협의에 하여 취한 

행위선택 전반에 한 포괄적 분석은 소홀히 하였다. 즉, 민주노총의 출범 이후 사회적 협의가 주요한 노동

정치의 의제로 부상했던 시기들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협의체에 한 태도를 연속적이고 일관된 시각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못하였다.

이러한 과제는 별도의 방 한 분석을 요하는 바, 본고에서는 그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세 차례 진행

되었던 민주노총의 사회협약 체결 시도 혹은 사회적 화 참여시도에 해서 주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안에는 상 적으로 덜 발전된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적 협의체가 온전히 작동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지, 특히 상 적으로 급진적인 노동조합의 사회적 협의로의 참여를 도모하고 후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구축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선택들이 추구되어야 하는 지에 관한 의미있는 시사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위기의 발발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주도하여 재차 시도된 

사회협약 체결 시도가 불발로 이어지면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시 한번 분석의 필요성을 높인 바 

1) 국내 사회과학내에서의 논쟁과 입장차이들에 한 정리는 정진상(2002)을 참조.
2) 표적으로 김호진/임혁백 외(2000)를 참조.
3)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내부에 한 특화된 사회학적 분석작업으로는 김재훈/조효래(2005)와 조효래(2010) 

등이 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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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는 이에 부응하면서 지난 1998년과 2005년의 시도들까지 고찰하면서 세 시기의 사례들에 

해서 일관된 틀을 가지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안에는 전반적인 한계적 행위선택의 반복 속에서도 

일정한 변화 혹은 진화의 흐름이 내재해 있으며, 계속적으로 기존의 이론과 관련한 함의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분석의 가치가 있다.

본고의 분석과 기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 본고의 핵심질문과 관련된 유관 이론들을 

살펴보고 본고의 사례분석 상과 분석틀 및 자료에 해서 소개한다(2절). 3절에서는 1998년과 2005년 

그리고 2020년 세 차례 사회적 화체제 활성화 시도에 해서 개관한다. 4절에서는 세 시도들을 종합적

으로 비교분석하고 현재의 진화상과 그것의 한계에 해 논구한다. 5절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향후 과제에 해서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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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노동은 복지인가?: 한국, 일본,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여성노동시장 참가율 변화와 풀타임/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 특성과 여성노동 참여의 특성

유한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학과)

Ⅰ.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한국의 여성 고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보다 조금 앞서 노사정 

위원회, 사회복지 국가의 경험을 가진 네덜란드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간제 

노동자들의 증가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느리는 정책이 일/노동 균형을 이루고, 재생산 노동1)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북구 유럽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복지제도가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네덜란드는 영국보다 먼저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나라였다. 한국과 일본은 만과 싱가폴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복지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그렇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데, 암스덴(Alice H. Amsden)이 일찍이 교육에 해 높은 보상을 해주는 유형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의 

높은 실업은 매우 흥미롭고 설명하기 힘든 것(Brinton, 1995: p. 1109 각주 5) 재인용)이라고 지적했던 

한국은 지금도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일터로, 나이든 여자들을 집으로 보낸다. 적어도 내가 있는 학계가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나 다른 조직에서 여성들의 상황은 남성들 못지 않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임금 차이는 결국 노후의 연금과 자산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서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이는 시간제 노동의 확 는 현실적으로 나쁜 안은 아닐 수 있다.

늘 완전한 공정을 시장에서 바라지만 그런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기회의 

보장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물론 기회의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여성들을 개인 

단위로 맞닥뜨리는 때는 혼인율이 높았던 한국에서는 주로 남편의 사별과 함께였다. 결혼하지 않아서 혹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여성들의 혼자됨은 복지 뿐 아니라 노동으로 얻는 임금을 필요로 한다. 주로 청소나 

공익활동 등 나이든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노동일과 그 보수는 충분치는 않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2)

네덜란드는 공황과 경제 위기때마다 자신의 튼튼한 경제 위에서 버텨 왔었지만 1983년쯤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 일자리 나누기를 시작한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합의를 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일자리 혹은 연금 등 사회 복지 수당을 주어야 하는 나라들에서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기본적

으로는 노동당이나 사회당이 집권한다. 그들의 정책은 당연히 돈 없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보자면 늘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고도 성장기 내내 군부가 집권했었고, 민주화 운동은 

1) 2001년 8월에 나온 서울  경제학부의 권현정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개념으로 고전학파의 
노동 개념과 맑시즘에서 간과한 여성의 가사노동에 한 문제제기를 동시에 제기하면서 페미니즘의 경제학의 
재구성과 재생산의 위기를 연결시켰다.

2) 규칙들이 자주 바뀌는데, 노인층에 한 지원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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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수가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의 경제는 아주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만과 

다르게 정부와 기업, 정관유착을 기반으로 큰 성장을 한 글로벌 기업들이 부분이다. 또한 최근엔 중소

기업과 기업, 공무원 등 다양한 취업이 가능하지만 경기가 나빠져서 노동시장 상황이 형편 없다. 고도 

성장기와 비교해 보면 졸자의 수도 늘어났겠지만 취업의 어려움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다. 인턴과 

실업, 알바로 생활하는 젊은이들에 한 연구를 보면 1990년 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 같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시간제 노동으로 고용을 늘이는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 것인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정규직의 고용이 늘지 않으니, 여러명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라는 발상이나 생각 

자체가 시장에 의해 고용이 결정된다고 보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과 다른 생각이고, 새제도주의에서 법과 

사회문화적 차별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 불평등이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 것도 어느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저성장기에 들어서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량이 작아진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고, 중고령 연령층의 명예 퇴직을 늘리는 등의 방법인데, 그것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로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여성은 복지로서 노동을 

취급하기 보다는 노동이나 복지를 균형 있게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연금 등 적자를 줄이는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유럽의 사례들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 내용

(1)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의 특성

(2) 일본의 여성 노동 : 1980년 의 민영화와 여성 노동자의 구조 조정, 파트 타이머화

(3) 한국의 여성 노동 문제: 계급과 젠더, 가부장제가 문제인가?

(4) 한국의 파트 타이머 여성 노동의 특성

(5) 여성연구자들에 의해 오랜 기간 연구되어온 한국의 여성 노동 연구

(6) 한국의 여성 노동 시장의 특성

(7) 연구 가설 및 분석 모형

Ⅲ. 결과

(1) 자료 분석 결과

(2) 연구결과의 기 효과 및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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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가 기혼 여성 관리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와 근무시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3)

엄승미*, 권은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기혼 여성 관리자를 상으로 유연근무의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관리자패널

조사(KWMP)의 7차 조사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여성이 근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시간빈곤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갈등을 겪는다는 논의의 측면에서 유연근무와 근로시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관리자와 남성 관리자 모두 배우자의 직장에 한 태도가 협조적일수록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유연근무는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성 관리자와 비교해 여성 관리자만이 연령과 

양육에 한 협조 태도가 높을수록 개인생활과 가족생활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있었는데, 여성 관리자에게 

양육은 사적 영역과 관련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와 근로시간의 상호

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 관리자는 근로시간이 53.3시간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 활용 집단이 유연근무 

비활용 집단에 비해 높은 가족생활 만족도를 보였다. 근로시간이 증가함에도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집단은 

가족생활 만족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성 관리자는 모든 만족도에 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근로시간이 증가할 때 유연근무의 활용이 가정생활 만족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연근무가 가정생활의 역할갈등을 낮추는데 활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여성 관리자에게만 배우자의 양육 협조 태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양육을 

비롯한 가정생활에서의 부담이 여성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핵심어: 유연근무, 근로시간, 여성, 관리자, 만족도

* 연세 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저자(seungmi829@gmail.com).
** 연세 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저자(reichen10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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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노동, 신화: “네모바지 스펀지밥”과 “파운더”를 

통해 본 자본의 노동자 정체성 생산

정승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국가와 시 를 막론하고, 월요병을 둘러싼 담론들은 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병이나 

우울, 증후군 등의 이름을 붙여 치료 내지는 극복해야 할 상으로 인식하며, (2) 그 원인을 노동자의 육체

적인 건강상태, 스트레스, 생활 습관 등 노동자 자신에 있는 것으로 한정시킨다. (3)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 

역시 약 복용, 긍정적인 마음가짐, 생활 습관 개선 등 작업장 외부의 방법들, 노동자 자신에게로 제한한다. 

노동자를 “활기차게” 둘러싸는 월요병 극복 서사들과 이 서사들이 생산하는 “긍정적인” 노동자 담론의 

표적 사례가 애니메이션 스펀지밥이다. 스펀지밥이 생산하는 “월요일이 좋은” 서사와 담론은 자본 권력이 

원하는 노동자 정체성과 맞닿아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정체성을 내면화한 노동자는 자본 권력의 

입장에서 매우 다루기 쉽고 편리한, 이상적인 주체이다.

이 글은 현실의 노동환경에 ‘스펀지밥’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펀지밥은 전적으로 특정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한 논의는 다음의 세 연구 질문을 토 로 한다. 

(1) ‘긍정’은 어떻게 작업장의 규칙을 노동자의 생활 전반으로 확  시키는가? (2) 실제 노동자들은 ‘긍정’ 

담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3) ‘긍정’ 담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실제 분석은 두 가지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다. 먼저 맥도날드의 홈페이지에 홍보용 자료로서 게시되어 

있는 “크루 이야기”를 분석함으로써, 맥도날드에서 자사의 노동자들을 표상하는 방식이 네모바지 스펀지밥 

애니메이션에서 스펀지밥을 표상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맥도날드 사측에서 만들어낸 “크루 이야기”와 실제 

크루들의 이야기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요컨 , 오히려 실제로 작업장에서 햄버거를 조립하는 것은 현실의 징징이에 가까운 이들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네모바지 스펀지밥”을 비롯한 각종 중 매체들은 이들에게 스펀지밥이 될 것을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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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일자리 감소 전망이 재분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조해언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기술 발전은 복지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 기술 발전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어떤 복지

국가를 원하는가? 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을 비롯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으며, 복지국가의 기반을 설명하는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다. 이 연구는 기술발전과 복지국가의 

관계에 해 고찰했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노동자의 인식과 선호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원자료 

및 한국 재직자 조사(KNOW)의 ‘일자리 감소 전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효과 모형 패널 회귀분석 

및 패널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재직자들의 일자리 ‘감소’ 전망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재분배 선호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재직자들이 

일자리 감소 위험을 높게 평가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감소 위험이 낮은 직업군의 노동자에 비해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자리’, 즉 재직 중인 ‘직업’의 미래에 한 노동자들의 

전망이 재분배 선호에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미래의 소득 상실에 

한 보험으로서 복지국가를 지지한다는 이론에 부합한다. 이는 앞으로의 노동시장과 복지 인식에 한 

여러 국가 단위 조사들에 있어, 기술 발전에 따르는 일자리 체 위협 또는 일자리의 전망에 한 주관적 

평가 등을 다른 요소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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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연결망 크기와 

건강상담의 복합 효과: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1)

성기호, 이율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대중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Background : 고혈압은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진단 및 관리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다. 건강관리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관계 요인으로 혼인, 거주형태, 사회적지지, 사회

연결망 특성, 건강상담 등이 있으며, 관련되는 양상은 성별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연결망 구성원과 건강상담을 적극 하면서도 연결망 크기가 커야 고혈압 관리에 유리하며, 연결망 크기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연결망 크기, 연결망 구성원과 건강상담 정도가 

고혈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를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Methods : 분석 자료는 심뇌혈관 및 사질환 원인연구센터(CMERC)의 저위험군 코호트 중 아주 학교 

의과 학(수원)에서 2014-2018년 수집한 자료로, 30-64세 성인 3,905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고혈압 관리는 고혈압 유병자를 1) 비인지/미진단군 2) 치료 및 비조절군 3) 치료 및 조절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연결망 크기와 건강상담 가능성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연결망 

크기는 지난 1년간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사람 수로 정의되며(범위: 1-6), 건강상담은 연결망에서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사람마다 건강 관련 상담을 할 가능성이 ‘1. 매우 가능성이 높다,’ ‘2.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3. 거의 가능성이 없다’ 중 하나로 응답한 값을 연결망 내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Results : 여성과 남성 모두 연결망에서 평균적으로 건강상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연결망 크기가 

클수록 고혈압이 관리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건강상담 가능성이 낮은 경우 연결망 크기가 

클수록 오히려 고혈압이 관리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연결망에서 건강상담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은 연결망 크기가 클수록 치료 및 비조절군일 위험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은 

비인지/미진단군일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혈압이 관리되는 비율이 높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 고령자를 제외한 한국의 성인집단에서, 고혈압 관리 비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회연결망 크기만 큰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건강상담이 적극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연결망에 따른 고혈압 관리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에서 기 하고 수행하는 

성 역할 차이가 건강관리 양상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 HI13C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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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노인대학의 다중적 역할에 관한 연구

이영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인인구는 과거와 달리 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장은 여전히 부재하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에서 20년간 노인들에게서 보여 지는 가장 큰 변화는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이 공유해왔던 가치관과 연령규범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노인들

에게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장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종묘 공원, 노인 학 등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노인 학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으로 꼽았다. 이는 다른 곳과 달리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구성원

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고 노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노인 학이라는 관계망 속에서 사회적지지 기제가 강화되어 노인들의 안녕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학은 앞으로 노인들의 증가하는 교육수준에 맞춰 노인들의 담론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린 급격한 고령화를 잘 처하기 위해서 ‘노인문제’를 수혜적인 복지

차원으로만 접근하기보다 노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기 위해 노년기에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 안녕감이다. 이러한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교기관 운영 노인 학의 역할에 집중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학 중 특히, 가톨릭노인 학이 가장 오랫동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주요 연구사례로 삼았다. 가톨릭 노인 학은 타기관이 운영하는 노인 학과 달리 전문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노인 학 수업에 반영하는 등의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과거와는 달라진 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충족하기에는 다른 일반 노인 학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다변화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노인교육에 한 종교적 차원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제시 한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노인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미약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학과 달리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학은 사회적 상호작용기능, 문화적 교육기능과 더불어 노인들이 

종교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한 정신과 육체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종교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은 ‘죽음’이라는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가 고령화 될수록 

이들은 더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에 가톨릭노인 학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죽음’

이라는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혼자 고립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종교적 힘으로 죽음에 한 

두려움을 극복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가톨릭노인 학은 종교적 기능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종교공동체 안에서 죽음에 해 이해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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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한 기도’, ‘가톨릭의 죽음에 한 이해’라는 교육과 

‘관 체험’ 등 죽음에 한 교육이나 장례미사는 자연스럽게 노인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가톨릭노인 학에서 노년기를 경험하는 노인학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쳐 가는 삶의 과정으로 보고 현재 남은 삶에 의미를 둔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 학을 사회적･문화적･종교적 기능 등 세 가지 사회학적 기능을 통해 새롭게 분석했다는 

점과 노인교육에 한 종교적 차원의 필요성의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노인교육, 종교, 죽음, 가톨릭, 가톨릭노인 학, 노인 학의 사회적기능, 문화적기능, 종교적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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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분단과 징병제도: ‘인구’의 구성과 ‘병역’ 

개념의 형성*1)

강인화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이 글은 냉전 시기 및 탈냉전-민주화 시기의 한국 정부가 징병제도의 운영을 통해 ‘병역’ 자원으로서의 

‘인구’를 구성하고, ‘병역’에 관한 지식-담론을 생산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분석 시기는 닉슨독트린을 전후로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 정책을 펼치면서 안보-발전에 기초한 냉전적 통치를 본격화하던 시점부터 세계적 

탈냉전과 함께 사회 민주화가 진전되기까지이다. 해당 시기 징병제도의 운영을 통해 병역 상으로 편입된 

‘인구’의 성격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병역’ 개념 및 개념의 제도적 적용 과정이 이 글의 분석 상이다.

지금까지 징병제에 관한 비판사회학적 논의들은 이를 주로 의무 담지자로서의 수동적인 ‘국민’ 형성 

기제로 바라보고, ‘국가주의’ 또는 ‘군사주의’ 차원에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해왔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 

다수는 1970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병역 회피에 한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두어, 감시･처벌의 

강화라는 규율 권력의 작동 차원에서 징병제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규율 권력의 작동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권력 작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체의 생산적 기능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기존 논의들은 징병제도의 운영에서 ‘중립적’인 인구가 병역의 상자인 ‘인구’로 포섭･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를 정당화･자연화하는 담론-지식을 통해 형성된 ‘병역’ 개념에 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징병제도의 운영과 병역의무의 보편화 과정이 ‘인구’를 일차적인 표적으로 삼는 

동시에 특정한 지식 체계 또는 담론 생산 과정에 의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생명 권력의 작동과 연결 

지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징병제도의 운영을 규율 권력의 차원만이 아닌 생명 권력의 작동과 통치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징병제를 통해 형성된 병역 상으로서의 ‘인구’와 ‘병역’ 개념을 논의한다. 냉전 시기 및 탈냉전-민주화 

시기의 한국 사회에서 의무병역제도가 어떻게 ‘병역’ 자원으로서의 ‘인구’를 통치화 하는지를 살펴보아 ‘인구’ 

및 ‘병역’의 성격을 분석한다.

주제어: 탈/냉전-분단, 징병제, 병역, 인구, 통치, 병역 ‘ 체’ 개념

* 이 글은 미완성된 초고로 인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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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와 생각 틀 변화*1)

나윤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 연구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숙의가 참여자의 생각 틀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이를 토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토의 과정의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두 가지 질문에 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숙의와 생각 틀, 숙의와 토의 과정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한다. 

인지사회학에서의 인지적 연상에 의한 연결망 모델(associative network model)과 인지적 스키마

(cognitive schema)에 관한 논의를 기반으로 생각 틀의 개념과 구성, 짜임 방식, 생각 틀의 변화 메커니즘 

등을 살펴본 후, 숙의에서 나타나는 생각 틀 변화 메커니즘에 한 탐색을 진행한다. 토의 과정이 생각 

틀 변화의 핵심 요인임을 밝힌 후, 생각 틀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의 여러 상호

작용 양상, 즉 ‘행위’(말하기, 듣기, 의견 교환하기)-‘포용’(존중, 평등, 공정)-‘환경’(이견 노출, 동종성)에 

한 탐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토의 과정의 행위-포용-환경 차원의 상호작용 양상이 숙의 

참여자의 생각 틀의 조직화의 정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숙의 참여자들의 생각 틀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는 RCA(Relational Class Analysis) 방법론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

참여형 조사」 사례를 분석한다. 먼저, RCA 방법을 활용하여 숙의 참여자들의 생각 틀을 연결망의 형태로 

시각화한다. 이후 생각 틀의 차별적인 구조적 패턴의 짜임 양상을 중심으로 생각 틀의 유형을 나눈 뒤, 

조직화(또는 체계화) 정도를 중심으로 한 생각 틀 간의 전이 양상에 해 살펴본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들의 효과에 해 

분석한다.

RCA 방법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토의 과정 이후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론화 과정에서의 토의 과정이 참여자들의 생각 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한다. 다만 조직화의 정도에 변함없는 참여자와 조직화의 정도가 감소하는 참여자 

또한 나타남이 관찰되었다. 이는 숙의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오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토의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양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참여자들의 생각 틀이 상 적

으로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조직될 수 있음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특히 포용과 환경의 차원에 해당하는 상호작용 양상들이 생각 틀 조직화의 정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원고는 석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원고이며, 석사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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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공론화 과정에 토의 과정에 한 면 한 설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토의 과정의 상호작용 양상이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에서도 숙의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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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에서 입법까지: 퍼지셋 질적 비교로 보는 

정책화 경로들

박순석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연구배경과 질문

사회운동이 지지하는 이슈들 중에 왜 어떤 것은 정책(특히 법안)이 되고 어떤 것은 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국제적 또한 국내적으로 사회운동 및 정치사회학계에서 아직 다 풀지 못한 숙제 중에 하나다. 

핵심적인 문제는 사회운동 연구들은 운동의 결과로서 정책화를 연구할 때에도 하나 또는 소수의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일반화하기 어렵고, 정책화 과정에 한 연구에서 사회운동은 

그 초점에서 너무 멀어진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의 한 시도로서 이 연구는 운동의 정책화이슈

advocacy가 입법화 되는 경로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다.

이 연구는 12여 개의 사례들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다섯 가지의 독립변수 상의 특징들을 고려했을 때, 

각각 어떤 조합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그 분석결과는 이슈들이 변수들 상의 어떤 조합을 갖추었을 때 입법화 

되는지 보여준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바라보면, 이슈들이 어떤 궤도를 지나 법으로 발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 법이 되지 못하는지도 설명해준다. 이러한 설명은 학계는 물론이고 

각각의 이슈들의 현재와 미래에 해서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방법과 데이터/사례들

본 연구는 사례들(이슈들) 12개의 정책화 과정을 비교한다. 모든 사례들은 사회운동 단체가 지지하고 

돕는 정책화/법제화 될 수 있는 안건들이다. 또한 케이스 선정 과정에서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독립변인)들 상의 변동variation을 고려하였다. 19 (2012년 5월 ~ 2016년 5월)와 20  국회(2016년 

5월 ~ 2020년 5월)에서 법안이 상정되어 입법 여부가 결정된 이슈들로 한정하였다. 법으로 통과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3법,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법안, 만 18세 선거권, 52시간 근무제, 청탁금지법. 기

환경보전법. 그리고 통과되지 못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 군 가산점제(복원), 중 재해처벌법, 

국회의원 여성할당(30%), 동성간 결혼 합법화. 성범죄형법개정. 각각의 케이스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와 성명서나 보도자료 등의 운동조직의 자료와 같이 공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독립 변수들은 다섯 가지로 여론(명백한 과반), 알려진 정도(High profile vs. low profile), 조직화된 

반 세력의 유무, 행정부와 이데올로기 일치, 주로 입안하고 후원하는 정치인들의 정당(다수당 vs. 비다수당)

이다.

분석방법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법(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찰스 라긴(1987, 2000)이 국제 사회과학계에 도입한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설명적” 비교분석

법이다. 여러 가지 경로pathways가 있을 수 있는 입법의 과정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이 분석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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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 방식의 논리Boolean logic를 적용하기 위해, 독립변인들을 “예/아니오”와 

같이 2항으로 조작화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화 과정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여론이다. 명백한 

과반이 있으면 입법 성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유치원 3법의 경우처럼 조직화된 반 세력이 있어도 입법이 

된다. 청탁금지법처럼 다수당에서 당론으로 한 경우가 아닌데도 입법에 성공한다. 이런 경우들만큼이나 

눈에 띄는 경우는 행정부와 이데올로기상 일치하고 다수당에서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실패한 경우 

여론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요인이 자리하는 복수의 경우가 있다. 성범죄형법개정과 국회의원 여성할당

방안이 그러하다.

정책화 과정의 전반부에서 여론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요인이라면, 후반부에서는 정책안을 입안하고 주로 

후원한 국회의원들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인지 아닌지가 가장 강한 요인이다. 후원정당이 비다수당인 다섯 

사례의 경우 다수인 네 번 실패하였고, 후원정당이 다수당인 일곱 사례의 경우 다섯 번 통과되었고 

두 번만 실패하였다. 특히 행정부와 이데올로기가 일치될 경우들 중에는 여론의 지지가 명백한 과반에 

이르지 않아도 통과되기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만 18세 선거권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를 종합하면 그 중요성 상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요소들은 있으나, 단독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충분조건이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당의 지지와 과반 여론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영향력이 

강하다. 그래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으며 명백한 과반 여론이 있으면 반드시 정책화 되고, 비다수당의 지지와 

명백한 과반을 이루지 못한 여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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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관리 수단으로서의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 

지정학적･경제적 국익과 상징적 국익을 중심으로

이내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본 논문은 이민 유입과 송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국의 질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복수국적 제도를 정체성 

(identity)과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 (Zolberg 1999, 2006), 더 넓은 

이민 체제 (immigration system)의 일부로 보는 통합적 관점을 제안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면접 

및 사례연구이다.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관련 법률과 법안, 국회 회의록 및 정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정부 관료 및 이민 전문가들과 면담하였다. 먼저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생산인구 감소 및 

숙련 노동 유출 등 한국이 처한 인구학적 위기를 짚어본 후, 2010년 국적법 개정의 배경을 지정학적･경제적 

국익과 상징적 국익, 두 가지 축으로 살펴본다.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경제적 이유로 재외동포 정책과 

복수국적 정책에서 재미동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재중동포와 중앙아시아 거주 동포를 이러한 정책

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2010년 국적법 개정은 해외 한인 중 고숙련 노동을 유치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다.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는 정치･경제적 국익 외에도 상징적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민족적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및 해외입양인 등 경제적 효용이 적은 집단에도 복수

국적을 허용하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간이귀화와 복수국적은 혼인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었다. 한국의 복수 국적 제도는 단순히 재외동포 정책이 아니라, 이입･이출 인구 및 

거주･비거주 시민을 아우르는 인력 관리를 위한 수단이다.

요약문

국적과 복수국적의 문제는 누가 국가에 속하는가, 즉 국가가 어떻게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지와 연관되어 

있다. 기존 복수국적에 한 연구는 이민 송출국과 이입국으로 나뉜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루어져왔다. 

복수국적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Joppke 2003) 이민 이입국에서는 이입 이민자 (immigrants)의 

통합을 장려하고, 송출국에서는 이출 이민자 (emigrants)와 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이 연구는 복수국적 제도를 단순히 재외동포 정책 (coethnic policy)이나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보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체성(identity)과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 (Zolberg 1999, 2006), 더 넓은 이민 체제 (immigration system)의 일부로 보는 통합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과 비시민, 이입･이출 인구 및 거주･비거주 시민을 아우르는 폭 넓은 

범위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복수국적 제도를 논하고자 한다. 인구 이입과 이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국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정부가 민족 국가 형태 (ethnic national model)의 시민권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지정학적 이익에 기반하여 잠재적 시민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인구학적 상황을 먼저 설명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적･지정학적 이익과 상징적 이익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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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national membership)의 법적 경계를 구성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숙련 노동 유출로 인한 인구학적 위기가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엄격한 혈통주의에 

기반한 한국 국적법은 그동안 단일 국적 주의를 유지해왔다. 2010 년 국적법 개정으로 고숙련자, 결혼

이민자, 65 세 이상 영주귀국자, 선천적 (및 비자발적) 복수국적자, 그리고 해외입양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10 년 이명박 정부는 복수국적 제도를 통해 고숙련 노동자를 모집하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한국계 미국인 등 재외동포 중 고숙련자를 유입하는 것이 숨은 의도였다. 심사를 거친 고숙련 노동자는 

특별귀화의 형태로 5 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귀화할 수 있으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각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를 모집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한국계가 신청인원의 부분을 차지하였다. 심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접수되자, 한국 

정부는 한국계 지원자에 한해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신청요건을 절반으로 낮추었다.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는 미국 등 고소득 국가의 동포를 우 하고, 중국 및 구소비에트 연방국 출신 동포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재외동포 정책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만들어진 재외동포 

(F-4) 비자는 법적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취업, 건강보험, 금융 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사실상 이중국적 지위에 준하는 많은 혜택을 재외동포에게 주었다. 이러한 재외동포 (F-4) 비자의 혜택에서 

다수 중국 및 구소비에트 연방국 출신 동포는 초반에 배제되었으며, 2001년 헌법 재판소 판결 끝에 추가

되었다.

복수국적 역시 미국 등 고소득국가의 동포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중국 및 다수 구소비에트 연방국 

출신 동포에게는 불리한 실정이다. 우선, 후자는 한민국의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한 사람과 그의 후손이 

다수이므로, 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없다. 또한 복수국적을 소극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과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복수

국적을 누릴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상 국의 낮은 임금으로 인한 노동시장 교란 가능성, 그리고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중국 및 다수 구소비에트 연방국 출신 동포에 한 (재외동포 정책 및 복수국적 정책에서의) 

차별적 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지정학적 국익만으로는 선택적 복수국적 정책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한국 정부는 

민족적 국가 정체성 (ethnic national identity)을 강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상징적 국익을 위해 해외

입양인과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등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이 적은 집단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결과로 한국 국적을 잃은 입양인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는 차원에서 원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게 하였다. 65세 이상 영주귀국자의 경우,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잃지 않도록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인구 재생산에 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하나의 보상이자 동기부여로 한국 

정부가 국적 취득 혹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다.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과 복수국적 유지는 현재의 

혼인 상태, 그리고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복수국적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한 사람에 한해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복수국적과 별개로, 국적 취득은 간이귀화를 통해 가능하다. 

간이귀화는 거주기간 요건이 2년이나 3년으로 짧은 신, 한국인 배우자의 보증이 필요하며, 현재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이혼･별거 중인 결혼이주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를 현재 양육 중이거나, 혼인 관계 해소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듯 한국 정부의 물질적･상징적 국익은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와 재외동포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경제적･지정학적 국익을 충족하기 위해 복수국적 제도는 고숙련 노동자, 한국계 

미국인 등 고소득 국가 출신 동포를 우 하고, 중국 및 다수 구소비에트 연방국 출신 동포를 현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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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적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구 재생산을 독려하는 상징적 국익을 달성

하기 위해,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해외 입양인, 결혼이민자에게도 선택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수국적 제도를 국가 정체성과 정치경제학의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 (Zolberg 1999, 2006), 

더 넓은 이민 체제 (immigration system)의 일부로 보는 통합적 관점과 영외 시민권 (extraterritorial 

citizenship)의 등장에 주목함으로써 시민권 연구 분야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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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on a Hegemony in a World Market 

and the History of (Variegated) Capitalism

박지훈 (중앙대학교 접경인문학연구단)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이 글은 세계시장에서의 패권에 한 마르크스의 이론적 그리고 역사적 

분석을 해명한다. 둘째, 앞의 논의에 기반하여, 자본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에 한 마르크스의 

견해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마르크스가 역사적으로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사유를 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 글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장을 일종의 보편적 시장

으로 간주했던 고전 정치경제학자들과 달리 마르크스는 세계시장을 자국시장과 해외시장들 간의, 보다 

상세히 말하면, 그러한 시장들 내부에 있는 각종 내부시장들과 지역시장들 간의 복잡한 연결망으로 간주했다. 

둘째, 마르크스는 세계시장에서의 패권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 (1) 상업적 패권과 (2) 산업적 패권. 셋째, 

그는 이러한 구분을 자본주의의 시기구분과 연결했다. 즉, 그에 따르면, 매뉴팩처 시 에는 상업적 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산업적 패권까지 장악하여 전체적인 패권국의 지위에 오르고, 기계제 공업이 출현한 이후

에는 산업적 패권을 장악하는 국가가 상업적 패권도 차지하여 패권국이 된다고 주장했다. 넷째,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역사적 세계시장은 16세기 세계시장이 아니다. 마르크스는 십자군 전쟁 이후 콘스탄티노플을 

매개로 한 유럽 도시들과 아시아 지역의 상업적 연결망을 첫 번째의 세계시장으로 간주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세계시장에서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패권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나아가 마르크스는 략 14-5세기에 임노동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러한 도시들에서 

출현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도시들로 확 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도시들 중 

어떤 곳도 자본주의 사회로 간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시 자본주의적 생산은 기존의 생산양식에 비해 

주변화된 형태로, 산발적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마르크스에 의하면, 신 륙의 발견으로 인해 

세계시장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북 서양의 유럽적 연안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 16세기 세계시장에서는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했다. 나아가 그는 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 이 

시기 네덜란드는 첫 번째의 자본주의 사회로 간주했다. 나아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중요성에 해서도 강조했다. 일곱째, 이후 패권은 영국으로 이양되는데, 영국은 

패권국이 된 이후 산업혁명에 성공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의 성격 자체가 바뀌게 된다. 즉, 산업혁명 

이후, 영국 패권은 산업적 패권에 기반하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나아가 마르크스는 이러한 패권들 간의 

공통점에 해서도 지적했는데, 그 중 하나는 패권의 몰락기에 신흥 패권국으로의 규모 금융투자가 일어

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결론에서 마르크스와 베버, 그리고 브로델 간의 관계에 

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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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Reconstitution of Daelim-dong*1)

박  우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At the end of the 1980s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foreign brides, North 

Korean defectors, and overseas Koreans from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egan to 

appear in South Korea. The Korean Chinese were the largest of these groups. In terms of 

culture, this group dissolved into Korean society, but at the same time formed a densely 

populated area in Southwestern Seoul. This space was located in the Guro Industrial 

Complex (GIC), a zone built to foster an export industry during the developmental 

authoritarian era of the 1960s-1970s. If we include the floating population about 200,000 

Korean Chinese distributed around the Industrial Complex as of 2020. The area 

encompasses neighborhoods such as Doksan-dong, Garibong-dong, Guro-dong, and 

Daelim-dong. Of these Daelim-dong is the most recently populated by Korean Chinese; 

despite this, it has emerged as the largest Korean Chinese economy (or community) in South 

Korea and thus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It has become a byword for 

South Korea’s Korean Chinese communities in the media.

In fact, immigrants’ enclaves (or towns) are common phenomena in modern society. The 

enclave’s emergence in pluralist countries was one of the subjects researchers used to 

explore concepts such as labor market segmentation, social capital, entrepreneurship, 

middleman minority, ethnic solidarity, and ethnic economy. According to these researches 

the enclave was usually imagined to be racially homogeneous, with a population clearly 

distinguished, visually and culturally, from those outside. The enclave was described as a 

community people from (old) colonies within the suzerain and their formation was 

explained in terms of the movement of people from peripheries to the core. However, the 

emergence of Korean Chinese enclaves in South Korea cannot be explained in reference to 

these same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Firstly, the migration of Korean Chinese 

people took plac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 the scope of movement is within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rather than between periphery and core. Secondly, their migration 

is a creature of Asia’s globalization; a process that includes the simultaneous transformation 

of China’s post socialism and South Korea’s neoliberalization. Thirdly, rather than being 

ethnically or racially separate, the Korean Chinese share a common cultural and legal 

compatriotic homogeneity with South Koreans. So, how did Daelim-dong’s Korean Chinese 

* Please do not circulate or cite this draft without permission of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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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emerge? How can we explain its characteristics?

The end of the 20th century has been described as the beginning of Asia’s era of 

globalization. On one hand, Asia experienced the regim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t began to become internally integrated through the logic of 

(neo) liberalism shared by Asia’s liberal economies and post socialist regimes. This aspect 

of globalization has been termed the Asianization of Asia by sociologist Chang Kyung-Sup.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in Daelim-dong emerged under this context. China’s post 

socialism produced a Korean Chinese population who were required to migrate or outflow 

in search of new opportunities, and South Korea’s globalization created demand for 

imported labor to drive industrial development. The simultaneous transformation of both 

counties provided opportunities and the possibility for Korean Chinese to migrate. As such, 

the Korean Chinese community in Daelim-dong is a subject that requires us to understand 

the transformations of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characteristics of Asia’s internal 

integration (Asianization).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e current paper will analyze the emergence of, and 

changes experienced by, the Daelim-dong community. To do this, the paper will answer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First, how did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lead to 

Daelim-dong’s formation? Second, how did China’s post-socialism cause Korean Chinese to 

migrate to other counties? Third, how did South Korea’s globalization encourage Korean 

Chinese emigrate there from China? Fourth, how does the Daelim-dong community work? 

The answers are as follows.

In the 1960s construction of the GIC triggered a migration of domestic workers from local 

rural areas. In the 1970s and 1980s progressive urbanization led the area where workers 

settled to become a par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1990s this area had to 

change in response to export industry policy. Many businesses moved to suburban areas of 

Seoul or into or Gyonggi-do, and the workers and local residents moved along with their 

factories. The population of Daelim-dong area began to decrease.

In the period when South Korea was pursuin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manufacturing industry and use of domestic workers from rural areas, socialist China, 

under a far-left regime, hired the “entire” Korean Chinese population and made itself 

responsible for their employment and welfare. At the same time socialist China also forced 

Korean Chinese to give up their Korean ethnicity in order to become part of a 

homogeneous socialist citizen-people. The physical and ideological violence of the Cultural 

Revolution caused not only class conflict, but also ethnic struggle. In the 1980s, Korean 

Chinese were able to regain Korean ethnicity and recover family ties with North and South 

Koreans as a result of with economic liberalization. However, the Chinese government 

canceled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employment and welfare. Those parts of the Korean 

Chinese population who could not find employment were forced to look elsewhere.

In the 1990s South Korea began to import foreign workers to solve labor shortages in the 

secondary marke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everal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nationality, the Korean Chinese c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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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within foreign workers. At the same time however, according to the ethnicity, the 

Korean Chinese c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overseas Korean. These policies provided 

priceless opportunities for Korean Chinese willing to find employment in South Korea.

The Korean Chinese chose a residential area - Daelim-dong - based on their economic 

conditions. Daelim-dong greeted transnational migrants while experiencing an outflow of 

domestic migrants. South Koreans and Korean Chinese organized the Daelim-dong 

community and established a service industry founded on the local economy. It became a 

community of coexistence made up of Korean Chinese and South Koreans (as well as other 

smaller minorit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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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녀 프로골프 선수들의 

획득상금 불평등 연구

이장영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우리나라에서 골프는 1900년 정부 관리로 고용된 영국인들이 원산에서 6홀을 만들어 경기를 한 것이 

시초이며, 일반인들에게 골프의 보급은 1924년 경성골프 구락부가 결성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해방을 맞이하고 우리나라의 골프는 꾸준히 동호인 수와 세계 회 성적에서 꾸준히 성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여자 프로 골프선수들의 우수함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남녀 프로골프 

선수들의 상금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남녀 프로골프 선수들의 상금 자료는 남녀 프로골프 공식 홈페이지인 www.klpga.co.kr과 www.kpga. 

co.kr 에서 구하였다. 남녀 프로골프 선수들의 획득상금 불평등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여자 프로골프 선수들의 상금획득 특징을 보면 첫째, 1982-2015년 기간 동안 총상금액이 341만 원에서 

178억 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5,200배로 크게 성장하였다. 둘째, 선수 당 평균 상금도 56만 원에서 9,541

만 원으로 약 170배 성장하였다. 셋째, 상금을 받은 선수들의 수도 6명에서 18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넷째,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82년 0.311에서 2015년 0.703으로 약 2.3배 증가하였다. 

여자 프로 골프선수들의 2015년 지니계수를 우리나라 일반인들의 2014년 지니계수 0.312와 비교하면 

프로선수들이 약 2.3배 크다고 나타났다. 여자 선수들의 과거 불평등도와 현재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도 

그리고 현재 일반인들의 불평등도를 비교해도 현재 여자 선수들의 불평등도가 매우 크다. 다섯 째, 지니

계수를 사용한 분석 결과는 상 적 변이계수를 사용하더라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 선수들 분석에서 나타난 매우 큰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였다.

1997-2016년 기간 동안 분석한 우리나라 남자 프로 골프선수들의 특징들도 전반적으로 여자 프로 골

프선수들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남자 선수들의 2016년 지니계수는 0.613으로 여자 선수들(0.703)보다는 

낮지만 일반인들(0.312)보다는 매우 높다. 프로선수들의 획득상금 불평등도는 일반인들보다 매우 높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선수들의 상금 불평등 현상에 한 선악은 논의하기가 어렵다. 후속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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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와 가족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 한국의 대규모 대학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수직적, 수평적 계층화 양상

이수빈,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이 연구는 1940년 이전부터 1990년  초 출생자를 상으로 하여 한국에서 성별과 가족 배경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및 산업화와 맞물려 급격한 

고등교육의 팽창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부모 세 와 자녀 세  모두의 고학력화로 

이어졌고,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견고한 학 서열성을 특징

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 진학 및 졸업자 가운데서도 진학한 학의 서열에 따른 계층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전공 선택과 같은 고등교육 부문 내에서의 수평적 계층화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급격한 교육 확 가 교육 계층화에 미친 영향, 계급 및 성별과 같은 사회귀속적 

요인(socialorigin)에 따른 기회 불평등의 변화 양상, 교육의 양적 확  및 질적 분화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기회 불평등 추세를 탐구하고자 한다.

분석은 전국 단위에서 수집된 표성 있는 8개의 사회조사(KLIPS, KOWEPS, YP2001, YP2007, 

GOMS 2005~2017, KGSS 2004~2018, KESSM, KEEP)를 활용하여 출생 시기를 바탕으로 32개의 

하위 출생 코호트 표본을 구축하고, 이들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얻은 추정치들의 시계열 추세를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종속변수로는 초급  이상 진학 및 졸업 여부, 4년제 학 진학 및 졸업 여부, 학 진학자 

가운데 엘리트 학(상위15위권종합 학) 진학 및 졸업 여부, 그리고 학 진학자의 전공 선택(STEM 선택 

여부)의 4가지 유형을 활용하여, 교육 기회의 불평등에서 수직적 계층화 및 수평적 계층화의 추세를 종합

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개별 하위 코호트 표본에 해 성별과 부모 학력(4년제 졸 여부)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고려한 선형확률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이행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는 최근 코호트로 오면서 사라졌거나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고등교육 성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의 경우 초급  진학의 

경우는 1960년 , 4년제 학 진학의 경우는 1970년  출생 코호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엘리트 학 진학에서의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등교육으로의 이행에 

있어 가족배경에 따른 격차의 코호트 추세는 여성이 점차 남성과 유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하위계층 

여성이 남녀 간 교육 평준화를 주도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상위, 하위계층이 비슷하게 평준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전의 남녀 간 차이가 최근으로 올수록 계층 간 차이로 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 내 수평적 계층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STEM 전공 선택에서의 부모 학력 및 성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장기적 추세를 볼 때 부모 학력에 따른 STEM 전공 선택 확률의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성별에 따른 격차는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1980년  출생 코호트에서 증가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최근의 출생코호트(1981-92년 출생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STEM 전공 선택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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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격차를 보다 면 하게 검토하기 위해 GOMS 자료를 이용, 부모 학력, 성별, 엘리트 학 여부에 따른 

STEM 전공 선택확률의 격차 추세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STEM 전공 선택이 최근 성별, 가족배경에 

따른 계층화가 유지되는 새로운 수평적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남녀간 STEM 전공 

선택의 격차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더 증가되는 추세이다. 둘째,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한 상위권 학 

출신의 STEM 전공 증가가 두드려졌다. 셋째, 1980년  초반 출생자들의 경우 고학력 부모 자녀가 저학력 

부모 자녀에 비해 STEM 전공을 덜 선택하였지만, 이런 경향은 1986년 이후 출생자들부터 줄어들고 1990

년  초반 출생자들의 경우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졌다. 특히 이는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 학 특히 상위권 학 중심으로 나타난 이공계 정원 비중의 증가에 해 상위 

계층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공계열 선택에서 성별 및 가족배경에 따른 계층화 

강화를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양적인 수준( 학진학)에서는 성별과 가족배경에 따른 고등교육 

성취에서의 계층화 양상이 체로 감소하고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질적인 수준(엘리트 학 여부 

및 전공선택)에서는 계층화가 유지(엘리트 학)되거나 오히려 확 (전공선택)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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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학습 태도 및 교육 성취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출생 순위에 따른 차별적 효과

이유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 태도 및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출생순위와 부모 양육 태도를 

설정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형제자매 구성과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습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성취는 학진학자들을 상으로 하여 전문 학인지, 

4년제 학에 진학하였는지에 따라 이분형으로 분류한 변수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고, 부모의 양육 태도는 

감독과 과잉 기  수준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수행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출생 순서에 따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출생 순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특히 학 진학 직전 

연도의 양육 태도가 교육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출생 순서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를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사용한 청소년의 수는 

차수별로 2,351명이다. 분석에 사용한 변수 각각의 응답 값 유무에 따라 분석 모형별로 실제 사용된 사례 

수에는 편차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감독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학습 태도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출생 순서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외동 집단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첫째 집단이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였다. 즉 외동 집단과 첫째 집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둘째와 

셋째 이상 집단은 형제자매의 수가 많아질수록 반응 정도가 외동 집단과 비슷해졌다. 2. 과잉기 는 

전 차수와 비교하여 그 수준이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에 따라 기  수준이 계속해서 감소한 집단, 

증가 후 감소, 감소 후 증가, 계속해서 증가한 집단의 네 가지 유형의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교육 성취(4년제 이상 학에 진학할 확률)가 가장 낮은 집단은 기  수준이 계속

해서 감소한 외동 집단이었으며, 가장 높은 집단은 기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한 외동 집단이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의 경우 외동 집단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에 반응하는 정도가 둔감했고, 

그 중 외동 집단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기  

수준이 계속해서 감소한 외동 집단과 기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한 첫째 집단에서 나타났다. 같은 유형 

내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경우는 기  수준이 계속해서 증가한 외동과 둘째 집단이었다. 외동 집단은 

이 유형에서 가장 교육 성취가 높았으며, 둘째는 가장 낮았다. 3. 학 진학 직전 연도의 경험에 해서는 

외동 집단만이 기  수준이 증가할수록 4년제 이상 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졌으며, 첫째와 둘째 이상은 

반면 기  수준이 증가할수록 4년제 이상 학에 진학할 확률이 낮아졌다.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외동 

집단과 첫째 집단이 가장 큰 조를 보였다. 첫째 집단과 비교하면 둘째 집단이 더 둔감했으며, 셋째 이상 

집단은 외동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출생순위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학습 태도 및 교육 



151

성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출생순위에 따라 다르게 

내면화된 가치 규범에 따른 심리 기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형제자매가 

있는 집단은 외동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상 적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반응하는 정도가 둔감했는데, 이는 

형제재매의 존재가 부모의 영향에 한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형제자매의 

존재가 일종의 동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동료 압력(peer pressure) 및 지지를 받음으로써 부모로부터 받는 

압력을 분산하는 것이다. 둘째, 외동 집단과 첫째 집단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출생순위가 낮아질수록 

다시 외동집단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 집단이 유일하게 고정된 형제자매 관계 

없이 변화를 겪는 집단인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은 외동이다가 형제자매가 

생기는 순간 첫째가 된다. 막내가 아닌 둘째 이상 또한 형제자매 관계의 변동을 겪긴 하나 고정된 형제

(언니/누나/오빠/형)가 있다는 것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에서 첫째 집단이 부모의 투자 및 기  수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출생 순위가 낮아질수록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형제자매 수가 더 많아지는 것과 

같으므로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0인 외동과 점점 비슷해지는 것이다. 즉 지위의 변동 

및 그에 반응하는 정도에 한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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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커뮤니티에 관한 메타-성찰: 

‘ㄱㄴ콜렉티브’를 중심으로*1)

유민수, 나윤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채민진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심국보

이 글은 사회학과 학원생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회학과 학원생으로서 처하는 정체성의 

혼란, 분열, 갈등을 들여다본다. 이 글의 사례가 되는 사회학과 학원생 커뮤니티 ㄱㄴ콜렉티브는 

2019년 초 사회학과 석사과정 학원생들이 사회학적 ‘실천’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뜻을 모으면서 결성

되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학적 실천’에는 현실참여적인 학문으로서 사회학을 해석하려는 도덕적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이들은 그러한 실천 가운데 자기 자신에 한 성찰 및 자기비판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학과 학원생’ 및 ‘ 학원생 커뮤니티’라는 공유된 정체성에 해 탐구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구성원들은 인문계 학원생들이 생존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학문장 내에서도 ‘연구자’라고 호명되기 어려운 모호한 지위에 놓여있다는 현실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학원에 진학한 학원생이 자신을 (잠재적) 연구자로 정체화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 속에서 겪게 되는 존재론적, 의미론적 문제를 조명한다. 동시에 이 글은 사회학과 학원생

(들)이 겪는 정체성의 갈등과 그에 따른 정체성 변형, 협상, 재인식의 과정에서 사회학과 학원생 커뮤

니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이는 정체성의 갈등을 초래하는 제도적 조건 속에서 상호 지지를 주고받는 

정서적 안전망이 형성되는 과정 및 이들이 학원 제도 바깥에서 안적인 정체성을 모색하면서 거치게 된 

갈등, 협상, 굴절의 과정을 보이기 위함이다.

ㄱㄴ콜렉티브에 한 탐구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자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은 사회학과 학원생으로서 각자가 겪는 개인적인 경험, 감정, 

고민 등을 나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ㄱㄴ콜렉티브의 구성원들은 모두 같은 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했으나 입학 및 졸업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구성원이 통과하고 있는 국면(석사과정 

코스웍, 석사논문 작성, 박사진학 준비 등)에 따라 겪고 있는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바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와 굴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ㄱㄴ콜렉티브의 구성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학’이라는 학문의 독특함을 진정성의 차원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진정성 추구의 태도는 

학원의 현실적인 조건들로 인해 두 차원의 자아들로 분열하는 양상으로 변모하여, 구성원들이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기혐오의 감정을 낳고 있었다. 나아가, 구성원들은 학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찰적 딜레마가 사회학의 핵심적인 소명인 (사회구조 및 일상현실에 한) ‘비판의 기능’이 학원 

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되거나 조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둘째, ‘ 안적인’ 사회학 혹은 사회학적 ‘실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조차 커뮤니티의 활동은 ‘지향’을 지향

한다는 것 외에 특정한 (공통)이념이 부재한 상태로 존속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각자의 서로 다른 관점을 

* ㄱㄴ콜렉티브의 구성원 및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 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나윤영, 서울 학교 사회
학과 박사과정 심국보, 서울 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유민수, 미국 하버드 학교 박사과정 채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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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는 설득의 과정으로서 화를 지속할 수 있는 담론의 다원화 및 서로에 한 정보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형성되는 친 함의 증 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실질적인 (집합)행동을 취하거나 논의를 심화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세 번째 발견인 연 의 기본 조건으로서 안전한 감각을 형성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즉, 구체적인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이와 같은 ‘느슨한 연 ’의 

형성은 구성원들이 다른 곳에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안전하게 발화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해

주었으며,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ㄱㄴ콜렉티브는 사회학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과 소통망의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의 ( 안적인) 방식으로서, 이 글은 ㄱㄴ콜렉티브의 집합적인 논의와 화의 결과물을 

편지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는 합치되지 않는 네 명의 목소리를 단일한 관점으로 봉합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의견을 모으며, 더 나아가 보완 및 확장의 과정을 거치는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아가, 

편지는 글의 형식 자체로부터 파생되는 화자, 청자, 및 관찰자(잠재적 독자)의 설정으로 인해 ㄱㄴ콜렉티브의 

정체성을 다원적으로 파악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발표문의 본론에 해당하는 일곱 편의 편지는 네 명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말걸기(address)’의 장면이자, 화하는 자의 미묘한 감정이 포착된 일곱 

개의 입장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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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유학생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기덕, 김은재, 김주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교육을 위해 국경을 넘는 학생들이 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한류문화 열풍. 한국 정부와 학의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적극적 유치 기조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된 해외 유학생도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학의 재정 및 학이 위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한국어 수준, 경제활동의 집중과 불법

체류, 범죄 등의 일탈행위로 학내와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우리와 다른 ‘타자’로서 차별의 상이 되어온 소

수자집단으로 이들에 한 매스미디어와 사회의 관심은 실상 상당히 미비하며, 주로 정부와 기업과 같은 

기득권층의 ‘지원 상’이자, ‘인력’, 그리고 학과 지역의 ‘경제활성화의 도구’의 하나로 ‘ 상화’ 지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매스미디어는 수용자들에게 이들에 한 특정한 인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 한 사회 전반의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Bourdieu, 1998). 따라서 

매스미디어에서 소수자집단인 국내 유입 유학생을 어떠한 존재로 표상하고 있는지에 한 분석은 앞으로 

점차 확 될 외국인 유학생과 더 나아가 전체 외국인 이주민에 한 인식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뉴스 기사의 텍스트에 초점을 맞춰 

뉴스 기사에서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 상화)과 인식이 다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와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포털사이트 중 가장 많은 접속자를 보유한 ‘네이버 뉴스(https://news.naver.com/)’를 통해 

서비스되는 온라인 뉴스 중, ‘국내 외국인 유학생’(검색일: 2020년 11월 15일)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전체 뉴스 기사를 상으로 텍스트 마이닝분석 방법 중 웹크롤링콰 웹스크랩핑을 활용하여 모든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후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사를 제외하는 1차 전처리 과정을 저쳐 분석에 사용된 

총 뉴스 기사의 수는 494개이다. 이후 신문사에서 뉴스와 함께 실은 광고, 타 기사 안내 등 연구목적과 

관계 없는 텍스트를 제거하는 2차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 자료를 확정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자료를 토 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든 텍스트에 한 형태소분석을 실시하여 명사를 추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구와 상관없이 뉴스 기사 텍스트상 잦은 출현을 보이는 단어(오늘, 작년, 올해 등)를 

불용어 처리하였고 동의어( 학, 학교 등)를 묶어 중복되지 않게 가공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이자 학생이라는 지위를 볼 때 비자 및 출입국, 학입학정원과 

장학금 지급 등 정부 정책에 의해 이들의 삶과 이들에 한 인식에 지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에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계획-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2008년이전, 2008~2013년, 2013~2017년, 2018년 이후‘의 4시기 구분-분할하였다. 각 시기별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토픽모델링분석 방법 중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방식을 활용하여 시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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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에 한 표상과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기별 추출된 주요 토픽들로부터 주요 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모든 시기에 ‘ 학’, ‘교육’,’ 중국’ 등이 중심 

단어로 사용됨을 확인하였으며, 2008년 이전까지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으며, 

2008년-2012년 시기는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그리고 

‘글로벌’, ‘인턴’, ‘취업’, ‘채용’ 등의 단어가 등장하면서 졸업 후 유학생 인재의 활용 방안에 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2017년 시기에서는 교육 지원 및 유학생 인력 활용에 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문화적인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2018년-2020년 시기에는 정책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코로나19’와 ‘(홍콩 관련)시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인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1년-2007년 시기에 잠시 등장했던 ‘불법’이라는 단어의 빈도가 증가하였고 ‘체류’도 등장

하면서 미등록 유학생 문제 역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2001년-2007년과 2008년-2012년 시기에는 각 4개의 토픽이, 

2013년-2017년과 2018년-2020년에는 5개의 토픽을 ‘하위 토픽’으로 선정했다. 이상의 18개의 하위 

토픽을 바탕으로 각 토픽에 한 상위 영역을 범주화하여 총 6개의 ‘상위 토픽’(관리, 유치, 사회문화 이슈, 

인력활용, 범죄, 사회통합)을 확정하였다.

전체 시기에 따른 토픽의 등장 횟수를 살펴보면 ‘유학생 유치’가 2018년-2020년 시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등장했고 ‘유학생 관리’ 역시 2013년-2017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 등장했다. 또한 ‘유학생 인력 

활용’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관통한 주요 상위 토픽은 유학생 유치와 관리 및 인력 활용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위 토픽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보면, 2001년-2007년 시기에는 ‘유학생 유치 방안’과 

‘유학생 정책 제도 마련’을 논의하였다. 또한 유학생을 졸업 후 활용 가능한 노동인력으로 파악한 ‘유학생 

활용’ 주제와 특히 여성 유학생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토픽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2001년

-2007년 시기의 신문기사들은 유학생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며 학의 재정과 졸업 후 한국 사회

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 자원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2012년 시기를 살펴보면 유학생에 

한 유치와 동시에 관리를 논의하고 졸업 후 인력 활용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부터는 외국인기본정책계획에 따라 유학생의 자격 요건을 개설하여 자격 제한을 통해 국내 유입 유학생을 

심사하기 시작한다. 또한 유학생 모집 분야도 ‘과학’과 ‘기술’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유학생으로 특정이 

되기 시작했고, ‘부실’ ‘ 학’을 ‘조사’하고 ‘제한’하는 등 학교 유학생 관리 인증제가 도입되었다. 2008년

-2012년 시기는 2001년-2007년 시기와 유사하게 유학생의 유치와 인력 활용 등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도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운영과 관리를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여전히 유학생을 활용 가능한 인력 자원으로 양성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2017년 역시 

유학생 유치와 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 시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 모집에 관하여 지방  중심의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유학생 인력 활용에 관한 논의가 취업에서 창업으로 확 되면서 관련 지원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을 재원과 인력 중심으로 인식하던 이전 시기들과는 달리 유학생을 사회통합의 상

으로 포함하는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이 관찰됐다. 또한 국내 유학생 인구의 증감에 한 주제도 도출되었다. 

끝으로 2018년-2020년은 기존 주제들을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기존 유학생 

관리 논의에서 미등록 유학생의 체류 문제에 확장되었으며, ‘범죄’, ‘보이스’, ‘가담’, ‘참여’ 등을 포함한 

유학생의 범죄 행위 가담에 한 이슈도 도드라졌다. 또한 2020년 초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심각한 사회현상

으로 자리잡은 코로나19로 인해 유학생 입국과 수업 운영상의 어려움이 언급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홍콩 

간 범죄인 인도법안과 관련하여 국내 중국과 홍콩 유학생들의 시위가 주요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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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상 선교 활동도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유학생을 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교 활동을 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그간의 국내 유학생 뉴스 기사에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재 채용과 

같은 정치경제적인 토픽으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 상화’하고 ‘도구화’하여 중에게 인식의 틀을 제공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재원’이자 ‘인력(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어려움에 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이들에 관한 잡음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관리’와 ‘통제’ 책만이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에서 다뤄지고 있을 뿐 사회통합 및 지지를 위한 정책은 미진하다. 설령 이들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개발되고 시행되었더라도 부분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신문 기사에서 상세히 다뤄지지 

않고 외면과 무관심하기 때문에 중들이 인지할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소수자에 한 

매스미디어에서의 보도 부재는 결국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의 강점과 긍정

적인 사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들에 

한 긍정적인 인식을 중에게 전달하여 인식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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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porate Social-Financial Performance 

Relationship in Foreign Markets: 

An Investigation of the Korean Firms

김대욱 (성균관대학교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CFP) has been thoroughly investigated in the domestic context. However, in 

overseas markets, the connections between CSP and CFP remain underexplored in previous 

empirical work due to data constraints. To fill this gap, a dataset of the 250 affiliates of 

a Korean conglomerate listed on the stock market is developed. The new dataset includes 

separate CSPs at home and abroad and CFP in overseas markets. This paper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1) CSPs are measured in a separate way; (2) CFP is measured 

specifically in foreign markets, rather than as the overall performance (3)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CSPs and CFP in foreign markets are explored. The analysis suggests 

an empirical link between the CSPs and CFP in foreign markets. However, domestic and 

overseas CSPs have different effects on CFP in foreign markets. These findings make a 

timely contribution to CSR research by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CSP–
CFP nex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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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sion by Stealth: The Suppression 

of Protest in State Legislatures in the 

United States

서찬석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Sidney Tarrow (Cornell University, Dept. of Government)

Many scholars hav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st and repression by 

focusing on the actions of the police to suppress collective action. What is less often 

examined is the legislative repression of protest by political elites seeking to make protest 

more costly or less likely to be mounted. Because state legislatures are largely invisible to 

the public, this “wholesale” suppression of protest is less likely to trigger public protest than 

“retail” repression by the police. In this study, we explain the sharp increase in state 

legislative proposals aiming to repress the right to protest both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n particular, we examine whether these repressive state legislative proposals can be 

attributed either to the threat posed by protest in that state or to shifts in state partisan 

politics. Contrary to the findings in much of the protest repression literature,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protest-repressive proposals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threat of protest. Rather, the conservative realignment of state politics turns out to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influence on the introduction of repressive bills. We also examin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idenc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se legislative 

proposals is influenced by a process of cross-state policy diffusion by policy brokers such 

as American Legislative Exchange Council (ALEC). Our study implies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ssembly may be at risk through the structural realignment of state legislatures. 

Our effort is innovative in two senses. First of all, much of the literature on the repression 

of protest focusses on visible police behavior (Davenport 2016; della Porta and Rieter 1997), 

not on legislative efforts to repress protest. But physical repression by the forces of order 

is only one of many ways in which public authorities can suppress protest activities. As 

repression can take various forms, we will focus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within which 

protest is discouraged through such rules and laws, not on the direct acts of police or 

prosecutors

Secondly, state politics is a much-overlooked arena for the study of the repression of 

protest. Behind the growing nationalization of American politics, state legislatures exercise 

real leverage on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both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 Thus, in 

this empirical work, we will investigate how much of the response of state legislature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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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linked to the actual “threat’ of protest and how much can be assigned to states’ internal 

partisan balance.

We presen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protest-repressive proposals. In conclusion, we reflect on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freedom of expression – which is recognized as one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 and for the already-constrained practice of democracy at the st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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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s of Human Rights: Dynamic 

Embedded Topic Models of South 

Korean Print Media, 1990-2019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 장승우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성권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The dynamics of cultural or normative issues lie at the core of social change and 

subsequently sociological investigation. Cultural and/or normative shifts long inspired 

political sociologists, challenged cultural sociologists, and spurred theorical and empirical 

research by institutional sociologists. How do cultural or normative shifts occur? Research 

suggests that frequent shifts in cultural practices and norms characterize various dimensions 

of social and institutional life in this rapidly changing world. In environmentalism, for 

example, the major concern shifted from the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to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What is particularly striking is internal dynamics within a 

particular issue or norm area and/or competitive process of issue formation. The 

conventional explanation of the rise and decline of cultural issues falls short of a much 

dynamic diffusive and competitive process of issue adoption.

We address this dynamic of cultural or normative shifts by examining a long evolutionary 

process of human rights discourse and using a recent innovation of probabilistic topic 

model employing recurrent neural network, e.g., dynamic embedded topic model (DETM). 

The empirical setting is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in post-democratic South Korea and 

the data come from South Korean print media with the coverage of 120,000 daily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from 1990 to 2019. The field of human rights serves as an 

excellent laboratory filled with a rich set of conceptual dimensions and categories, as well 

as a plethora of studies demonstrating its dynamic evolution, such as rights revolution and 

its end times. South Korea stands out as a remarkable case showcasing an impressive 

adoption of human rights ideals, and institutions, over the last two decades.

We present the dynamic embedded topic model (DETM) as a promising solution to the 

challenge of the need to reveal a much dynamic process of cultural or normative shifts. 

DETM is a recent computational throughput in the field of unsupervised machine learning 

employing a generative model of documents that combines dynamic topic model (DTM) and 

word embedding. Fitting algorithms borrowed from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DETM 

outperforms conventional topic modeling techniques, secures enhanced topic quality, and 

permits us to better capture the state that topics transition over time and central topical 

words change tempora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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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port three exemplary findings from the analyses in this abstract.

Democracy and media topics 

These topics concern the debates over democratic movements and their key actors as well 

as the role of media in advancing human rights. During democratic transition, Churches 

played a crucial role in mobilizing pro-democracy movements. More recently citizens or 

ordinary people emerged as a launching pad for furthering democracy and implementing 

human rights. In a normative space of medica freedom, the mention of media decreased, 

yet the reference of information increased substantially.

Economy and labor topics 

These topics refer to the need to respect human rights in economic arena and how 

human rights matter for firms and other economic actors. It is noteworthy to note that the 

term, economy, decreases over time, while the term, firms, grow in number, demonstrating 

the increased attention on the responsibility of firms in respecting human rights. In the 

domain of labor, the term, foreigners, becomes less prevalent, whereas disability gains more 

prominence over tim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what occurred that, in South Korea, 

foreign workers were increasingly mistreated and seen as invisible. In contrast, workers with 

disability demanded their rights and received recognition from society.

Education and culture 

These topics cover the range of issues involving rights issues in schooling and the 

intersection between cultural arena and human rights. In tandem with the historic events 

in which students were vulnerable to different kinds of abuses, and became increasingly 

empowered as a right holder, the number of mentions of human rights increased 

substantially, while the frequency of the use of education, remained constant.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efforts were made to recognize a broader range of rights to pupils and 

student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though it also invited the claims for the rights 

of teachers. In the domain of culture, art, and sports, artistic genre including cinema 

portrayed the repression of the black people, but the notion of human rights became 

appliable to wider issues than racial issues. Consequently, the arena of sports became 

integrated into the ecology of human rights with heightened awareness of the rights of 

athletes and the need to protect their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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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로 본 한국인의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구서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소득불평등 인식과 재분배에 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해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소득불평등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가에 한 정부차원에서의 응이 필요하다는 공감 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실제 소득불평등 수준과 이에 한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한 사회 내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계층적 지위, 그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과 공정성, 사회이동과 미래 소득에 한 

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실제 상황과 인식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어떤 방식의 재분배가 지지되는지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과 재분배에 한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이들 간에 일관된 관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에 한 태도를 결정짓는 것으로 주목된 여러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이며 분석을 위해 베이지언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 모델을 적용하였다. BN은 변수들 간의 확률적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모형으로 비순환방향성

(Directed Acyclic Graph)을 기반으로 인과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관계의 경로를 파악

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 인식(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과 태도(소득이 공평해져야/차이가 나야한다)와 재분배에 한 

태도(소득격차 해소의 정부책임, 복지에 한 정부/개인 책임, 가난한 사람에 한 정부의 혜택)와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지목된 변수들(객관적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본인에 한 공정한 우, 기회공정성, 

제도신뢰, 지위상승 경험과 미래 지위상승에 한 기 , 분배원칙과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이들 간의 확률적 의존관계를 파악하였다. BN 구조는 힐클라이밍(hill-clim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번의 샘플 추출에 의한 부트스트랩핑을 

수행하여 각각의 네트워크를 계산하였으며 이들 중 85% 이상에서 변수 간에 연결이 나타나고 51% 이상이 

특정 방향을 지시하는 쪽으로 나타난 네트워크를 최종 네트워크로 선택하였다(Sachs et al. 2005). 분석

에는 R의 bnlearn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성향(polid)은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태도를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공정성 관련 변수들도 능력에 따른 배분(paydo)을 지지하는 경우 소득이 공평해져햐 한다

(shdequal)는데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한 

인식(incmgap)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빈부갈등의 심각성에 한 인식(conft)이었으며, 이는 

소득격차에 한 인식을 통해 정부의 소득격차 해소 역할(govgap)과 가난한 사람에 한 정부의 혜택

(govless)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에 한 인식은 재분배 태도 변수들과 직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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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연결되어 재분배 태도를 결정하는 설명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소득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되었던 객관적 소득수준(hincm)이나 주관적 계층의식(rank)은 소득불평등 인식과 

재분배에 한 태도보다는 공정성과 관련된 변수들(myfair, paydo, edopp, confsys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공평해야 하는지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나야하는지(shdequal)에 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흥미로운데, 능력에 따른 보상(paydo)과 복지 책임이 정부에 있는가, 개인에게 

있는가에 한 태도(welfare)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소득격차에 한지지/반 가 서로 상이한 태도 지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소득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태도 결정요인들 간 DAG(directed acyclic graph)

note) blacklist: 인식과 태도변수로부터 연령(AGE), 교육수준(univ), 가구소득(hincm), 계층의식(rank)으로의 
연결,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으로부터 연령으로의 연결; whitelist: 가구소득(hincm)에서 계층
의식(rank)

최근 불평등과 재분배에 한 연구들은 불평등 인식에 있어서 주관적 계층지위의 상 적인 중요성과 

재분배에 한 합리적 선택(예를 들어 실질적인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재분배에 한 요구를 증가시킨다)

보다는 공정성과 재분배 원칙과 같은 규범적인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층지위나 규범적 신념보다는 빈부갈등의 크기에 한 

인식이 소득격차와 재분배 요구에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분배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사회갈등 요인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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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결정 기제: 네트워크 접근

홍리안, 진보미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불평등에 한 인식과 재분배에 한 태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사회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사회 간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 

영역의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교육, 건강, 범죄, 행복 등 개인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소득배분배 정책에 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계에서도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소득재분배에 한 태도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해왔다.

선행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에 한 인식이 실질적인 소득불평등 상황을 단순하게 반영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재분배에 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남을 보여주었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 불평등에 한 주관적 인식들과 소득

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설명요인을 찾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이러한 설명요

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는지, 그러한 경로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두 국가를 상으로 ”소득불평등에 한 인식들이 어떻게 그것과 연결된 

다른 요소들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소득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 상으로 한국과 중국을 선택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40여년 간 모두 압축적 경제성

장을 경험하였으며 최근 경제적 불평등 심화라는 공통적인 사회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동아시아 문화권를 

공유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양국,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 중국과 자유

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한국의 국가 간 비교는 체제의 특성이 개인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로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특히 소득불평등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해 불평등 인식이 높고 재분배 

요구가 큰 것으로 알려진 한국과 급격한 시장개혁을 거치면서 불평등 확 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서 소득불평등과 재분배에 한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두 국가의 정책적 응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9년 ISSP의 불평등 모듈이며, 설문문항 중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태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주목된 변수들(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의식, 자신의 보수에 한 

적정성, 지위상승 경험과 기 , 빈부갈등, 기회공정성, 분배 정의 등과 성, 연령, 교육수준 등)을 추출하여 

베이지언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불평등에 한 인식은 ‘소득격차에 한 인식’을, 

재분배에 한 태도는 ‘소득격차 해소에 한 정부 책임’, ‘부자에 한 세금 부과’, ‘가난한 사람에 한 

정부 혜택’ 등에 한 동의 여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R의 bnlearn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분배원칙보다는 객관적 소득(hincm), 주관적 지위(rank)에 의해 영향을 받는 내가 

받는 보수의 적정성(justpay)이 소득격차에 한 인식(incmgap)에 영향을 주고 소득격차에 한 인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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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에 한 태도들(govgap, tax, govless)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배의 

원칙들(paywell, payhard, payfam, merit)은 소득불평등이나 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는 내 보수의 적정성(justpay)이 부자에 한 세금 부과 태도(tax)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한국과 달리 분배원칙들이 소득격차에 한 인식을 통해 소득격차 해소에 한 

정부의 책임 변수(govgap)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경로를 연결

하는 변수는 주관적 계층의식(rank)로 한국은 주관적 계층의식이 나의 보수 적정성(justpay)에만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반면, 중국은 내 보수의 적정성(justpay)과 소득격차 인식(incmgap)에도 모두 영향을 

주었다. 두 나라 모두 지위상승 경험(moveup) 및 지위상승에 한 기 (diatype)와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태도와는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네트워크 추정 결과

note) blacklist: 인식과 태도변수로부터 연령(AGE), 교육수준(univ), 가구소득(hincm), 계층의식(rank)으로의 
연결, 교육수준, 가구소득, 계층의식으로부터 연령으로의 연결; whitelist: 가구소득(hincm)에서 계층
의식(rank); averaged network, threshold=0.85.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설명 요인들이 선형적인 조합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 패턴과 

구조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재분배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들 요인들 간의 잠재적인 

인과적 메카니즘을 파악하였다. 불평등의 실태와 재분배 태도에 한 인과적 진단에 따라 분배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정책 응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인과 과정에 한 적절한 개입과 그 효과에 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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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Q방법론 적용1)

주익현*, 주이화**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맞이하여 2020년 1학기부터 비 면 수업을 진행

하고 있는 20  학생들을 상으로 비 면수업에 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고 유형화하는 것이다. 분석

방법은 Q방법으로 P-표본은 30명, Q-표본은 60개이다. 강제분류를 실시했으며 주성분 배리맥스 방법을 

통해 총 4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동영상 활용형이었다. 이들은 원격수업 동영상을 녹화

해서 반복재생하며 학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었다. 두 번째 유형은 면수업 선호형이다. 이들은 

비 면 원격수업이 학습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면서 면수업을 요구하고 있었다. 세 번째 유형은 양가적 

평가형이다. 이들은 비 면 원격수업이 가지는 장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학사운영과 관련된 

미비점에 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 유형은 면수업 비판형이다. 이들은 면수업이 과도한 

또는 불필요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관계’를 강요하고 있었으며, 비 면 원격수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비 면 원격수업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 연구가 밝혀낸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분한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된 강의 위주의 비 면 

수업의 학습효과에 해서는 학생들이 만족하고 있었다. 둘째, 1:1 지도가 필요한 실습수업의 경우에는 

비 면 수업에 한 만족도가 낮았다. 셋째, 학생들은 면수업 학교 생활에서 오는 인접촉 또는 인간

관계에 해서 피로도가 쌓여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향후 인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를 낮추면서, 

학습효과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학 수업방식이 개선되어 할 필요를 시사한다. 

주제어: 비 면수업, 주관적 인식, Q방법, 학생

* 광운 학교 방위사업연구소(hery@daum.net), 주저자.
** 광운 학교 방위사업연구소(zoo.kw.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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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대만인의 다문화 수용성

윤인진, 팽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에서는 같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로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지만 국가 형성과 국민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국과 만에서의 다문화 수용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국제사회조사

프로그램(ISSP)의 모듈의 원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다문화 수용성은 이주민을 선주민과 동등한 사회구성원

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 됨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민정체성 

인식과 국가에 한 애착으로 볼 수 있는 국가자긍심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국민정체성에서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구별하지 않고 두 

요인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반면 만인은 종족적 요인과 시민적 요인을 분명하게 구별하였다. 

양국인은 국민이 되는 조건으로 시민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한국인은 만인보다 

종족적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 한국인과 만인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자긍심을 가졌는데, 

한국인이 만인보다 더 강한 국가자긍심을 보였다. 셋째, 한국인과 만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소수인종집단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에서 한국인과 

만인이 보통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특히 만인의 다문화정책 지지도는 한국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와 이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면에서 보통보다 높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이주민이 자국의 범죄, 일자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해서는 보통 수준의 

위협감을 가졌지만 특별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넷째, 한국인과 만인에서 공통적으로 국민정체성에서 

시민적 요인과 국가자긍심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한국인에게서 국가자긍심은 

외국인 이주민의 위협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효과가 있었지만 만인에게서는 관련성이 없었다. 

주제어: 한국인, 만인, 다문화 수용성, 국민정체성, 국가자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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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집단기억과 시민역량

민웅기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 COVID-19 팬데믹의 시 를 맞이하여 감염병, 바이러스라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위험이 

발생했으며, 한 사회의 ‘제도’ 변화와 함께 ‘문화’의 변화를 함께 가져옴

- 사회구조적으로는 위험의 통제를 위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의 구성요소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적 감시의 두 가지 가치가 립하고 있음

- 한편 사회구성원의 의식･행위적 측면에서 과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 확산과 

2015년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유입의 집단

기억을 발현시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됨

-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정에서의 파산 인구의 확산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구제금융시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위험상황에 한 집단기억을 상기

시키고 있음

- 현재의 COVID-19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구성원들은 복잡한 심리 변화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내부에는 과거 부정적 경험의 집단기억이 자리 잡고 있음. 이 기억은 집합의식으로서 공통된 

기저 문화를 이루며 새로운 심리적 기제로 자리 잡음

- 따라서 최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질병퇴치를 

위한 자연과학 연구와 함께 심리 치유를 위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연구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는 팬데믹 시 의 집단기억에 한 본격적인 사회심리학적 연구를 위한 개념적･이론적 고찰과 

함께 위험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함

- 집단기억을 통해 특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공동의 규칙과 가치에 구속

되어 있음. 그 영향력을 매개로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동의 지식과 공동의 자기상(self)이 존재함. 

공동체의 정체성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산업화 시 의 한국적 상황에 한 집단기억의 영향력은 국가중심적 발전전략에서의 ‘국가-시장-시민

사회’의 관계에 한 고찰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한국의 근 화 과정에서 나타난 위험에 해 집단적 수준에서의 기억 상태가 유지됨. 집단행동의 의도

하지 않은 사회적 결과를 목도(目睹)해 옴. 이러한 암묵지 효과로 인해 위험에 한 지각이 만들어졌

으며, 현재 삶의 불확실성에 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 집단기억에 내재해 있는 사회갈등 문제의 사회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함. 또한 COVID-19 팬데믹 

시 의 사회적 위험 배분 정의에 한 인식이 필요함.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현실로 다가가는 

위험의 가능성에 한 책임 문제에 한 논의도 요구됨

- 더불어 COVID-19 팬데믹 시 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의 규범성이 지니는 사회적 의미에 한 

공공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COVID-19 팬데믹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효용성과 공공성의 가치 실현 사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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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복, IoT 돌봄서비스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현재 위험상황의 유연한 처를 위해 감정관리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이 위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적합한 자기(self)구성 과정에 해 스스로 인식하는 감각적 행위임

- 개인 프라이버시와 집단적 감시의 경계에 해 새롭게 학습해야 함

- 시민들 간 협력 의도에 기반을 둔 시민성과 시민역량은 공포에 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한 사회

문화적 의미가 있음

- 요컨  집단기억의 의미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한 사회의 시민역량이 어떤 사회심리학적 인식경로를 

통해 구성될 것인가에 한 거시적 관점의 사회심리학적 논의가 필요함

- 한국사회에서의 COVID-19 팬데믹 현상에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 속에는 위험사회를 경험한 인식

주체로서의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통된 집단기억과 감정의 산출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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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법: 

‘질투와 법치’ 테제를 중심으로*1)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과 법학과 법률가들의 의미를 물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올라 계속 사라지지 않는 생각은 주체성(subjectivity)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선 

이때의 법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법학이 누구의 법이요 누구의 법학이냐는 문제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 질문을 던지는 주체(들), 특히 법률가(들)와 그 법 또는 법학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은 언제나 바깥에서 안쪽으로, 즉 소위 ‘선진국’들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도입’되는 것이고, 법학은 그 

도입을 촉진하거나 그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가란 바로 이처럼 바깥에서 

안쪽으로 려오는 ‘문명의 흐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선발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지난 세기 

내내 단히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념들에 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짐짓 

모른 체하며 ‘문명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의 장’(in the field of 

law)에 작동해 온 처세의 요령이 아니었을까?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진 이른바 ‘법적 부흥’(Asian legal revivals)의 권력적 기원과 

맥락을 추적했던 이브 드잘레이와 브라이언 가스는 동아시아에서 법이 서구에서 수입된 근 법, 즉 모더니티와 

식민주의의 반영으로 등장했음을 강조한다. 이들이 보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법과 법학과 법률가의 

위상은 근  초기부터 매우 강력했으며, 그 이유는 이 모두가 식민주의로 관철된 모더니티의 첨병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초점은 식민 시 부터 이미 강력했던 법과 법학과 법률가의 위상이 제2차 세계 전 이후 

독립과 냉전의 소용돌이를 거친 뒤 1980년 에 시작되는 민주화 국면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맥락이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을 통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법률가들은 비스마르크식 관료 법률가에서 미국식 로펌 

변호사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국가주권론을 신봉하던 법률가들이 ‘법의 지배’ 이념에 한 유사

종교적 각성을 거친 것을 제외하면, 법과 법학과 법률가의 강력한 위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위상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의 

통찰에 따르면, 그 이면에는 소위 “정통성(legitimacy)의 장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행위자들의 치열한 

전략”이 존재한다. 법적 아비투스가 작동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면은 행위자들의 치열한 전략이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거나, 노출되더라도 매우 정당한 의미 맥락 속에서 해석되도록 함으로써, 정통성의 장이 위협

받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다. 부르디외를 이어받아 이브 드잘레이와 브라이언 가스는 법률가들의 ‘이중-

리자 전략’(double-agent strategy)에 주목한다. 법률가는 언제나 ‘자신들이 지배자들의 지배적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만한 정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배자들에게 반드시 팔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더니티와 식민주의의 반영으로 등장한 20세기 동아시아의 법률가들에게 이중- 리자 전략은 

흥미로운 위상을 부여한다. 그들은 모더니티와 식민주의의 첨병이면서도, 그 흐름 속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 이 발제문은 필자가 2019년에 발표한 ‘질투와 법치’(한국문화연구, 제37권)를 2020 한국사회학 회 법사회학 
분과의 토론을 위하여 발췌･요약하면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혹시 인용이 필요하다면, 기존 논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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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지배적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신뢰할만한 정통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믿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잘레이와 가스는 서구와 달리 동아시아의 법률가들이 정치적 자유주의(또는 자유

주의적 법치주의)라는 특정한 정치체제와 친연관계에 놓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 법률가들은 

바깥에서 안쪽으로 려오는 문명의 흐름, 즉 모더니티와 관련된 곳이라면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체제에서

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동아시아에서 법과 법학은 모더니티를 앞세운 식민주의와 함께 등장했기에, 

동아시아의 법률가들은 ‘실력 있는’ 법률가가 되어 직업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사 나중에 모더니티의 

이름으로 식민주의에 맞서게 될지언정, 일단 모더니티를 앞세운 식민주의의 법과 법학에 몸을 담가야만 

했다. 이들은 어떤 종류의 권력이나 자본이더라도 모더니티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일단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관계 설정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앞서 말한 이중- 리자 전략은 20세기 

동아시아 법률가의 아비투스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20세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법에 투영하면서, 이 글은 우선 1960년에 제시되었던 

함병춘의 소송기피문화 테제에 주목한다. 함병춘의 테제가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그에 한 다양한 

비판론과 특히 1998년 이후의 소송폭발현상에 비추어 명백하지만, 그것을 체할 새로운 테제는 아직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필자는 20세기 한국 정치의 기본 흐름을 ‘질투의 정치’로 놓고 그 

본질을 ‘정치적 불안정의 제도화’ 또는 ‘패자부활전의 끊임없는 제도화’로 동일시하면서, 그 속에서 ‘(근 )

법의 동원으로서의 법치’가 수행되는 방식을 ‘부정적 동원에서 긍정적 동원으로’, ‘주관적 동원에서 객관적 

동원으로’라는 두 쌍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집단이 ‘이중-매개’ 역할을 비

칭적으로 수행해왔음에 주목하면서, 1998년 이후의 소송폭발현상에 관한 가설을 제시한다. 그 골자는 한국 

사회에서 ‘질투의 정치’를 확산시키는 핵심 매개였던 법률가집단이 개업변호사 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사법 권력의 정당성에 한 중적 신뢰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끝나 ‘질투의 정치’가 더이상 지속되기 어려워진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질투와 법치의 미래를 간략하게 

전망한다. 필자는 1960년  소송사회의 만연을 염려하던 영미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일정한 호소력을 가졌던 

함병춘 테제가 2000년  이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조건 속에서 오히려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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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국가 임무의 변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 발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 임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에 따라 어떤 갈등이 새롭게 

등장하는지,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다양한 위험이 출현하고 증가하면서 안전의 규범적 지위가 바뀌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국가 

임무가 안전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코로나 상황에서 안전과 개인정보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갈등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오늘날 국가는 자기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널리 공유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이 이를 잘 예증한다. 다만 국민의 다양한 기본권들 중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가에는 논란이 없지 않다. 이는 국가 임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국가에 관해 어떤 

이론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진다. 흔히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언급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행복은 서로 다른 

이념에 바탕을 둔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가 갈등을 빚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사회계약론 시 로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의 임무에 

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립하였다. 홉스로 변되는 안전국가와 로크로 변되는 자유주의 국가가 

그것이다. 물론 이후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이 립은, 홉스와 로크의 립은 자유의 승리로, 로크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지배적인 국가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안전보다 자유를 더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 사회가 위험사회로 변모하고 사회 

전체에서 안전의 규범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자유와 안전의 관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사회가 안전사회로 

이행하고 안전국가 패러다임이 긍정적인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안전의 규범적 지위가 새롭게 설정된다. 

이제 안전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자유와 안전의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근원을 공유하는 규범적 가치로 재설정된다. 자유와 안전이 동등한 관계로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이제는 안전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요청

된다. 안전을 위해 일반적인 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정당화된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

에서 실시되는 이른바 ‘락다운’(lockdown)이 이를 잘 예증한다. 물론 이러한 국가적 조치가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 역시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다. 더 나아가 코로나 팬데믹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갈등을 야기한다. 안전과 개인정보 자유 사이의 갈등이 그것이다. 메르스 응에 

실패한 이후 우리 법제는 개인정보 공개를 가로 감염병 확산에 선제적･예방적으로 처하는 해법을 선택

하였다. 감염병 확진자의 정보공개라는 방법으로 말이다. 그렇지만 이에 관한 논란이 없지는 않다. 이 발표는 

이러한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자 한다. 물론 명확한 해법을 제공하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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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복수국적 제도: 

한국의 병역, 원정 출산, 그리고 복수국적 제도

이내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본 논문은 한국의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가 국가의 교육적 권한 (pedagogical power)을 발휘하는 수단

으로서 (Gorski 2003), 시민의 가족형성과 병역 및 국적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회의록 기록, 재외국민, 병역 및 국적 관련 법률과 정부 자료를 분석

하고, 국적법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료와의 면접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복수국적은 계급 불평등과 징병

제도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와 

병역 기피를 막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재외국민을 잠재적 징집 상으로 포섭

하였으며, 이는 재미동포들의 지속된 항의와 한국 국적 포기, 그리고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복수국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는 시민과 잠재적 시민의 행동을 통제한다.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남성 시민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중산층 및 상류층은 “원정 출산”을 

하지 않도록 이끌었다. 병역 면제와 복수국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병역과 국적 정책은 국가의 가족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요약문

국민국가의 전제는 각 국가가 제한된 영토 내 인구에 해 배타적인 주권을 가진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찰스 틸리의 연구에서 보듯이, 국민국가는 전쟁으로 형성되고 또 국민 개병제와 세금 제도 등을 발전시키며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후 국제 이주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많은 국가에서 국가의 영토적 경계와 문화적 

혹은 인구적 경계의 불일치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영토 내 인구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해졌으며, 규모 인구 이출을 겪은 국가의 경우 영토 밖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제 2차 세계 전의 종식 이후 많은 국가에서 징병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어 21세기에 들어 다수의 

국가에서 복수국적을 인정하거나 허용하게 되었다. 복수국적 제도가 널리 퍼진 계기 중 하나로 징병제의 

폐지를 꼽는 연구자도 있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복수

국적 제도와 징병제를 현재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엄격한 국민 의무복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출산 위기, 인구 유입과 유출, 연령 구조를 비롯한 인구학적 특징이 한 국가의 징병 

정책과 관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병역 및 복수국적 정책에 한 질적 사례연구를 하였다. 국민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복수국적 제도와 

의무 군복무 제도를 양립하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수국적 제도를 이입·이출 인구, 국내 거주·해외 거주 시민 등을 아우르는 폭 넓은 범위의 

인적자원 관리 수단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병역 제도와 복수국적 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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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병역, 국적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교육적 권한 (pedagogical power)을 발휘하는지 

살펴본다. 한국 정부는 복수국적 인정을 제한함으로써 남성 시민은 병역 의무를 완수하고, 중상류층은 

“원정출산” 행위를 중단하도록 유도한다. 복수국적 인정 혹은 징병 연기를 받기 위해서 특정 가족 형태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징병제도와 국적제도 모두 국가의 가족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한국에서 복수국적이 계급 불평등과 징병제도에 어떻게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고, 2010년 이명박 정부 의 국적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기록을 검토한다. 

두번째로,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 도입의 큰 목표 중 하나는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 및 병역 기피를 

방지하고, 소위 “원정 출산”을 막는 것이었음을 살펴본다. 정부는 “원정 출산자”의 자녀가 복수국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들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세번째로, 출입국 기록 및 주민등록 정보가 전산화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귀화 기록이 공유되면서 

한국 정부는 해외 거주 시민도 효과적으로 국민 전체로 편입시켜 잠재적 시민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지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잠재적 국민을 외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한국 국민으로만 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결과적

으로 한국계 미국인을 국민 전체, 그리고 잠재적 징집 상에 편입시켰으며, 이에 재미 동포 커뮤니티는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후에도 재미 동포 및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은 계속되었으며, 몇 차례 헌법 

소원 끝에 2020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22년까지 국적법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 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가 선택적 복수국적 제도와 징병 제도를 시민의 가족형성과 국적 및 병역 선택 

영향을 미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본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병역을 마친 후에만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 중 병역을 연기하는 조건이 해외 영주권자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 병역 

면제와 복수국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병역과 국적 정책은 국가의 가족 및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면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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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한국인의 성인 이행기 구조 변화: 

탈젠더화와 계층화의 상호 강화?

이상직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0년  이후 청년의 삶의 조건과 삶의 방식,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커졌으나 학교･노동 영역과 가족 

영역을 아우르는 삶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작업은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행기의 구조 변화를 드러

내는 식으로 1998년 경제위기 전후에 본격화된 한국사회 변동의 성격을 검토한다. 성인 이행기 구조는 

근  산업사회를 양분하는 생산 영역과 재생산 영역에서 특정 연령 의 사회구성원이 맡는 역할 지위 분포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0  후반에서 30  중반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언제(몇 살) 누구(혼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면서 무슨 일(학업, 노동, 기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사회의 

이행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연구 질문은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성인 이행기의 구조는 어떻게, 얼마나 

변화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1998년과 2017년 두 시점에서 

만 15-34세 인구집단이 드러내는 성인 이행기 구조를 비교했다. 변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주목한 

차원은 젠더와 계층이다. 남녀의 이행 구조는 얼마나 같아졌는가, 또는 달라졌는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생산 및 재생산 영역에서 자녀가 언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와 관계 맺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

했는가. 지난 20년의 성인기 이행 구조 변화의 성격은 생산 영역에서의 젠더화된 이행･재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에서 생산 영역에서의 보편 이행･재생산 영역에서의 분화된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업･노동 

이행 구조에서 남녀 차이는 줄어든 반면, 가족 이행 구조에서는 뚜렷한 경로들이 형성되고 있다. 학업･노동 

영역에서의 탈젠더화 경향은 가족 영역에서의 이행경로의 분화와 맞물려 있다. 한편, 이른바 순조로운 

이행의 가능성에 가족 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커졌다. 이 점에 주목하면 가족 영역에서의 이행 경로의 

분화를 계층화로 볼 수도 있다.

주제어: 성인 이행기 구조, 학교-노동시장 이행, 가족이행, 젠더, 계층, 한국노동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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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은 학업 성취 불평등을 조장하는가? 중학생 

성적의 분위별, 계층별 효과 분석

이수정, 최성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교육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까, 그렇지 않을까? 이 질문은 교육 불평등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중적 그리고 정책적 관심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교육의 효과가 학업성취도의 분위별로 어떻게 달라지며, 그 양상이 또한 계층별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본다. 특히, 사교육의 양적인 측면(사교육 참여 여부 및 참여 시간)과 질적인 측면(가격)을 구분하여 

사교육 효과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본다. 만일 사교육의 효과가 

성적 하위권 학생들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면 사교육이 보완적 역할, 즉 성적 격차를 좁히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반 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크게 나타난다면 사교육은 기존 성적 격차를 강화하여 

격차를 벌리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육 불평등의 문헌들은 이러한 교육 투자로서 사교육이 가지는 

이질적 효과 양상이 계층에 따라 그리고 사교육의 양적, 질적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 연구는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 조사’ 표본을 

활용, 무조건분위회귀(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와 조건분위회귀(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은 초.중.고등학생 중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중학생

(3학년, 2010년)을 상으로 하였다. 학업 성취도 상 과목은 사교육투자가 가장 활발한 수학과 영어를 

분석했다. 핵심 독립변수인 사교육 투자로는 사교육 참여여부와 사교육 시간(이상 양적 지표), 그리고 사교육 

비용(질적 지표)을 지표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과목 모두 사교육 여부가 가장 큰 효과를 나타냈으나 사교육 시간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사교육 비용은 수학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고 영어의 경우 중하위권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그 크기는 참여 여부 효과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살펴

보면 두 과목 모두 사교육 여부의 효과가 뒤집어진 U자 형태 즉, 성적 중위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성적 중하위권에서는 사교육이 강화적 효과를, 중상위권에서는 보완적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교육이 성적이 뒤쳐진 학생들을 버려 두고 그 위의 학생들을 평준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적 분위별 사교육 효과가 계층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차이를 분석했다. 두 계층 모두에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뒤쳐지는 평준화 양상이 나타났지만 

하위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사교육 효과의 크기는 성적 중하위권에서는 하위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상위권(P80, P90)에서는 상위계층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교육은 성적 중간층

에서 효과가 가장 높았고 특히 하위계층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사교육이 계층 내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보기 위해 계층별로 따로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계층의 

경우 사교육이 학생들 성적을 동질화하는 효과를 보인 반면, 하위계층에서는 성적 중상위권과 하위권 간 

격차를 벌리는 차별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상이 나타난 영어 사교육의 

질적 투자(비용)의 효과 역시 이러한 양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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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사교육은 중하위 성적 학생들, 특히 하위계층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중하위권 중심으로 계층 격차를 줄임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평준화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최상위권

에서는 오히려 계층 격차를 증가시키고, 하위계층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특히 도태시킴으로써 성적 분포 

양 끝쪽에서는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사교육 효과가 성취도 분포와 계층에 따라 이질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사교육, 보완적 우위, 강화적 우위, 사교육의 양과 질, 무조건분위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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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중반 북소 관계의 균열과 소련계 한인 탄압

김재웅 (고려대학교 북한역사)

전쟁 직후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에 봉착했다. 식량난을 불러온 원인은 노동력 부족, 경지 면적 감소, 

자연재해, 화학 비료의 부족 등이었다. 그에 더해 당국의 세금정책과 수매사업도 식량난의 악화를 부채질

했다. 상부의 질책을 우려한 현지 간부들이 상향 조정된 부정확한 수확고 통계를 보고한 탓에, 농민들에게 

과도한 현물세가 부과되고 뒤를 이어 가혹한 양곡 수매사업이 실시되었다. 농민들의 자발성에 맡겨지기보다 

개개 농가에 책임량을 할당하는 식으로 추진된 양곡 수매사업은 다수 농민들을 기아 상태로 몰아넣었다.

식량난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린 요인은 생필품 부족 사태였다. 생필품 부족 시태는 경공업

보다 중공업 발전을 우선시한 북한 지도부의 경제노선에 의해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급속한 사회주의 

이행 전략도 인민들에게 부담을 안기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기존 농업협동조합들을 견실화하는 데 주력

하기보다 모든 개인농들을 신속히 협동조합에 끌어넣으려 박차를 가한 급속한 협동화운동은 다수 농민

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인민들의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주력하기는커녕, 중공업 우선 정책과 급속한 농업협동화운동을 

추진한 북한 지도부의 경제노선에 제동을 건 쪽은 소련이었다. 소련은 북한이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길 원했다. 1955년 4월경 소련 지도부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의 속도 조절, 급속한 농업협동화운동 자제, 인민들의 생활수준 

개선,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권력 분산 등의 과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약속은 보여주기 식 시늉에 지나지 않았다.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소련이 부과한 평화공존론도 북한의 불만을 샀다. 소련은 북한의 미군기 격추 

사건 및 모욕적 언사와 욕설로서 미국과 남한을 비방하는 언론 정책이 평화공존 정책에 역행한다고 질책했다. 

북한은 평화공존론에 입각해 미국과 남한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하는 태도가 투항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지만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낼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의 집권 이후 정치･경제･군사･ 외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압력을 강화한 소련의 태도는 점점 

북한의 불만을 높였다. 결국 북한은 참지 못하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 본격적 조짐은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이 사상･선전･문화 사업에서 발현돼온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하며 “주체”를 

강조한 직후, 소련의 문화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났다. 북한은 소련 작가들의 희곡 작품

들을 극장 상연 목록에서 제외해버리고 매년 성 하게 치러온 “조쏘 친선의 달” 행사를 폐지했다.

북한은 소련의 문화적 영향력을 제한하기에 앞서, 1955년 중순경부터 더 근본적인 조치에 착수했다. 

그것은 바로 소련계 한인들을 겨냥한 공세였다. 북한이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들을 확고히 

장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 첫 조치로서 그들과 소련 사관의 유착관계를 끈기 위한 작업이 추진

되었다. 아울러 소련계 한인들을 상으로 한 국적 전환 사업도 실시되었다. 여전히 소련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합법적 통제권과 처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

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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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전환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련계 한인들의 입지는 현저히 위축되었다. 특히 고문으로 북한에 

파견된 전문가들은 억압을 받았다. 그들에게 기술적 사고가 필요 없는 단순하고 번거로운 업무가 맡겨졌고 

중요 회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북한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었다. 정치･경제･사회적 입지가 위축된 데다 공공연한 탄압을 받은 소련계 한인들은 서둘러 귀국을 준비

했다. 귀국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구였다. 그러나 압박의 끈이 조여 오는 현실로

부터 도피하려는 그들의 바람은 뜻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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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변동기 북한 청년의 직장진출 양상과 

직업지위의 결정*1)

김화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이 연구는 1960년 에서 1990년  사이에 출생한 북한 청년층이 고등중학교에서 첫 직장까지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진출 양상을 연구하며, 그들의 직업지위의 결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출신성분에 기초한 엄격한 신분사회를 유지해온 북한에서는 부모의 직업을 자식이 계승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같은 경향은 고난의 행군기를 지나 2000년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일정한 변화를 보여왔을 것으로 짐작

되지만, 이같은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나 추이로 진행되었는지는 연구되지 않았다. 로버트 머튼의 

중범위이론에 입각하여 중간수준의 이론을 만들고자 한다. 북한에서 학교에서 직장으로 진출하는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첫째, [세 적 변화에 따른 양상] 북한 청년들은 각 출생연도별(60년 ~90년 )로 청년기에 ‘학교에서 

직장’으로 어떻게 진출(이행)하는가?

둘째, [계층화] 청년기에 ‘학교에서 직장’으로 진출(이행)과정에서 어떻게 계층화되는가? 간부 vs 사민

1960~90년  출생한 남성들이 직장에 진출을 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살펴본 일곱 명의 남성연구참가자들은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사무직노동자나 관리직, 간부들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고등중학교 졸업이후 세 가지의 진로가 열린다. 군 와 학, 직장배치로 가는 진로이다.

일부 학으로 바로 가는 직통생들의 경우에는 입당의 기회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워지며 당원이 되지 

않은채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커다란 약점이 된다. 이는 입당기회를 얻기 위해 기업체를 이동하면서 오랜 

기간 노력한 <사례 가>나 명문 를 졸업한 이후에도 기술직 노동자로 진출한 70년 생 <사례 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군 야말로 가장 입당이 용이한 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 가 변하면서 간부를 하기 위해서는 

학을 나와 실력을 갖추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군 와 입당이라는 1차적 요건을 

갖출 것인가 아니면 학진학을 할것인가는 북한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고민거리이다. 물론 제 생들에게 

학을 추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군 →입당으로 가는 진로에서 학으로 가기가 요원해

지거나 나이 많은 제 생들은 학에 가더라도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둘째, 북한은 좋은 직위 즉 간부나 사무관리직을 얻기 위해 걸리는 노력이나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 

평노동자로 배치되는 것은 용이하지만,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매우 길어질 수 밖에 없어 수십년에 걸친다. 이것은 한국의 구직과정과도 

1)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이어서 추후 수정할 예정이므로 인용을 하지 말 것. 



198

비교해보면, 한국청년들이 해외연수 등을 포함하고 온갖 자격증 취득 등으로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간부가 되기 위해 첫 직장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삼 스펙은 입당과 

군  가기, 학졸업이 삼 요건이다. 이것을 모두 갖추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무려 십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북한사회의 삼  기본 스펙(군 , 입당, 학졸업)의 중시경향은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가자들 즉 1960년  출생부터 1990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젊은 김정은 

지도체제 이후에는 변화가 없는가. 이 연구에서 한 사례에 불과하므로 1990년 생들에 한 보다 많은 

사례를 모아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중학교 졸업이후의 세 가지 진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커리어패스(career path)의 변경이 

가능하다. 학을 졸업한 이후에 군 를 가기도 하고 군 를 다녀온 후에 추천을 받아 학으로 가기도 

한다. 직장에 다니다가 다시 학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실패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학에 들어가기 위한 폰트가 적기 때문이다. 60년 에 출생한 <사례 가>의 경우에는 군에 

다녀와서 도 학에 들어가려고 학산하 기업소에 체험학습생으로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학진학에 실패

한다. 학 학력이 없다는 점은 그 후에 간부로 올라가는데 있어 중요한 결격사유로 작용하였다. 반면에 

군 를 통한 입당경력이 없다는 점도 결정적인 하자로 작용한다.

넷째, 당이 원하는 일을 앞장서서 실행하는 3  혁명소조 경력은 북한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체제유지와 생존을 우선시하는 북한사회의 특성때문에 민족간부 육성의 요건에서 사상적 

문제를 가장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80년  출생자인 <사례 바>의 경우는 민족간부가 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여 지방에 내려가 

현장체험을 하였다. 그는 그 과정에서 당의 신임을 얻었고 첫 직장에서 간부지위를 받는데 성공하였다. 

<사례 바>는 자신 외에도 자신이 다녔던 학에서 뛰어난 동기들이 동시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더 수집하여 어느 정도 보편적인 경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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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에 포획된 꿈과 개별화된 주체: 

북한 영화 및 드라마 속 아동･청소년 형상의 변화

안지영 (인제대학교 북한 영화)

이 연구는 북한의 영화와 드라마 속 아동･청소년 형상을 통해 북한 당국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함의와 

아동･청소년의 정체성 및 생활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일성 시기부터 김정은 시기에 이르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등장한 작품이 집중적으로 제작된 시기는 1980년  말 김일성 

정권 시기 제한적인 외개방을 시도하던 시기, 1990년  중후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 하 위기를 

극복해 나가던 시기, 2000년  초중반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체제 개선을 시도하던 시기, 마지막으로 

2010년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 및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집권시기이다. 아동･청소년은 ‘새 세 ’로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세 이며, 때에 따라 체제 변화 또는 수호라는 당국의 의지를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서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측면보다는 훈육의 상이다. 나아가 ‘혁명의 계승자’및 ‘후비 ’로서 

최고지도자 및 조국과 당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충성동이, 효자동이’로 호명되었다. 북한의 경제가 침체

되면서 취약계층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활고와 권익은 더욱 악화되었다. 2010년 12월 채택된 ‘아동권리

보장법’으로 아동의 권리 신장을 강화할 수 있는 토 가 마련되고, 2012년 9월 12년제 의무교육제로의 

개편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의 첫 단계로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도모

하였다. 이런 변화는 작품 속 형상에도 나타난다.

김일성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이 ‘체제 수호자’에 집중되었다면 김정일 집권기인 1990년  중반 이후

부터 ‘예술, 체육, 과학’ 분야 영재를 중심으로 미래 희망의 표상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함께 이전 시기 

주로 학교의 조직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교사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 즉 최고지도자를 뇌수로 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집단정체성을 체득하던 모습에서 점차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개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왔다.

특히 김정은 시기 작품에서는 “꿈”과 “환상”을 부추긴다. 이처럼 인물에 한 초점이 조국을 ‘보위’하는 

아동･청소년 ‘조직’에서 조국을 ‘빛낼’수 있는 수재인 ‘개인’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경쟁은 심화되고 개인

주의나 개별화된 형상이 두드러지지만 이전 시기 아동･청소년 형상에서 흔히 보이던 사회적 모순을 드러

내면서 정체성과 욕구를 표출하는 묘사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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